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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장시간 안정적이고 양호한 전자 방출 특성을 갖는 전자 방출 소자는 기판 상에, 제2 갭을 갖는 도전성 부재를 배치시

키는 단계, 및 도전성 부재에 전압을 인가하면서 탄소 화합물을 함유하는 분위기내에서 도전성 부재로부터 떨어져서 

배치된 전자 방출 수단으로부터의 전자빔에 의해 적어도 제2 갭을 조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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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1b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도.

도 2a, 2b, 2c 및 2d는 도 1a 및 1b에 도시된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단계들을 도시하는 개략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의 전자 방출 영역을 형성하는 데 이용되는 전압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방법의 활성화 단계에서 이용되는 전자 조사 수단을 도시하는 개략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의 전자 방출 특성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평가 장치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에 있어서 방출 전류 Ie, 소자 전류 If, 소자 전압 Vf 간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7a 및 7b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원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8a 및 8b는 도 7a 및 7b에 도시된 전자원의 활성화 단계를 위한 전압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도 9a 및 9b는 도 7a 및 7b에 도시된 전자원의 활성화 단계에서의 전자빔의 궤적을 도시하는 개략도.

도 10a 및 10b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원의 활성화 단계에서 이용되는 전압 파형의 다른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종래의 전자 방출 소자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원의 실시예로서 바람직한 단순 매트릭스 구조를 갖는 전자원을 도시하는 개략 구성도.

도 13은 단순 매트릭스 구조를 갖는 전자원을 이용하는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의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디스

플레이 패널을 도시하는 개략 구성도.

도 14a 및 14b는 도 13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상의 형광막을 도시하는 도면.

도 15는 도 13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 회로를 예시하는 도면.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원의 실시예로서 바람직한 사다리 구조를 갖는 전자원을 도시하는 개략도.

도 17은 사다리 구조를 갖는 전자원을 이용하는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의 실시예에 이용되는 디스플레이 패

널을 도시하는 개략도.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의 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9a, 19b, 19c 및 19d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방법의 예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 20은 본 발명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 21a 및 21b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의 예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 22a 및 22b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방법의 예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 23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방법의 예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 24a, 24b 및 24c는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의 예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 25d 및 25e는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의 예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 26d, 26e 및 25f는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의 예를 도시하는 개략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기판

12, 13: 소자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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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전막

15: 탄소막(도전막)

16: 제2 갭

17: 제1 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 방출 소자, 특히, 복수개의 전자 방출 소자를 이용하는 전자원, 디스플레이 장치와 같은 화상 형성 장

치, 전자 방출 소자 및 전자원을 이용하는 노출 장치 등과,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 알려져 있는 전자 방출 소자들은 크게 열음극형과 냉음극형의 두 종류의 전자 방출 소자들이다. 냉음극은 다

시 전계 방출형(이하, "FE형"이라 함), 금속/절연층/금속형(이하, MIM형이라 함) 및 표면 도전형으로 분류된다. FE형 

전자 방출 소자로는 Advance in Electron Physics, 8, 89 (1956)에 발표된 W. P. Dyke 및 W. W. Dolan의 "Field e

mission"과, J. Appl. Phys., 47, 5248 (1976)에 발표된 C. A. Spindt의 "PHYSICAL Properties of thin-film field e

mission cathodes with molybdenum cones"에 개시된 전자 방출 소자 등이 알려져 있다.

MIM형 전자 방출 소자로는 J. Appl. Phys., 32, 646 (1961)에 발표된 C. A. Mead의 "Operation of Tunnel-Emissio

n Devices"에 개시된 전자 방출 소자 등이 알려져 있다.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로는 Recio. Eng. Electron Phys., 10, 1290 (1965)에 발표된 M. I. Elinson의 논문에 개

시된 전자 방출 소자 등이 알려져 있다.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는 기판 상에 형성된 얇고 작은 면적의 막에 그 막의 표면과 평행하게 전류를 공급함으로

써 전자들이 방출되는 현상을 이용한다.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로 보고된 것으로는 상기 Elinson 등의 논문에 개

시된 SnO 2 박막을 이용하는 소자와, Au 박막을 이용하는 소자[G. Dittmer: "Thin Solid Film," 9, 317 (1972)]와, I

n 2 O 3 /SnO 2 박막을 이용하는 소자[M. Hartwell과 C.G. Fonstad: "IEEE Trans. Ed Conf." 519 (1975)]와, 탄소

박막을 이용하는 소자[Hisashi Araki 등: shinku(Vacuum), Vol. 26, No. 1, p.22 (1983)] 등이 있다.

도 11은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상기 M. Hartwell의 논문에 개시된 소자의 구성을 개략적으

로 도시하고 있다. 도 11에서, 참조부호 111은 기판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114는 H 형상의 패턴으로서 스퍼터링에 

의해 형성된 금속 산화물 박막으로 이루어진 도전성 막을 나타내고 전류 공급 처리에 의해 전자 방출 영역(115)이 형

성된다. 도 11에서, 소자 전극들 사이에 0.5 내지 1 ㎜의 간격 L이 확보되고 W'가 0.1 ㎜로 설정된다.

종래에는 전자를 방출하기 전에 도전성 막(114)에 대해 "포밍"이라고 하는 통전 처리를 행함으로써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 상에 전자 방출 영역(115)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전성 막(114)의 양단에 D

C 전압 또는 펄스 전압을 인가하여 도전성 막(114)을 국부적으로 파괴, 변형 또는 퇴화시킴으로써, 고저항의 전기적 

상태인 전자 방출 영역(115)을 형성한다. 이 단계에서, 도전성 막(114)은 부분적으로 갈라지고 갭을 형성한다.

상기와 같이 갭이 형성된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는 도전성 막(114)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소자에 전류가 공급

될 때 전자 방출 영역(115)(갭의 부근들)으로부터 전자를 방출한다.

전자원 기판 상에 상기한 것과 같은 복수개의 전자 방출 소자를 형성하고 그것을 형광 물질로 이루어진 화상 형성 부

재 등과 결합함으로써 화상 형성 장치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기 M. Hartwell의 논문에 개시된 전자 방출 소자는 안정된 전자 방출 특성과 전자 방출 효율 면에서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며, 따라서 높은 휘도와 우수한 동작 안정성을 갖는 화상 형성 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

다.

따라서, 일본특개평 08-264112, 08-162015, 09-027268, 09-027272, 10-003848, 10-003847, 10-003853, 1

0-003854에 개시된 바와 같이 활성화 처리라고 하는 처리가 수행될 수 있다. 활성화 처리 공정은 소자 전류 If 및 방

출 전류 Ie를 현저히 변화시키는 공정이다.

포밍 처리와 같이, 활성화 공정은 유기물을 함유하는 분위기 하에서, 소자에 대한 펄스 전압의 인가를 반복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이 처리는 탄소 및/또는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막을 허용하는데, 이 막은 분위기 중에 존재하는 유

기물로부터 적어도 전자 방출 영역 상에 퇴적되어 소자 전류 If 및 방출 전류 Ie를 현저히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보다 

양호한 전자 방출 특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도 19a 내지 19d를 참조하여 전자 방출 소자의 종래의 제조 방법의 예를 설명한다.

우선, 기판(1) 상에 제1 전극(2) 및 제2 전극(3)이 배치된다(도 19a).

다음, 도전성 막(4)이 제1 및 제2 전극을 접속하도록 배치된다(도 19b).

다음, 상기 포밍 처리가 수행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전성 막을 통해 전류를 흘림으로써 도전성 막(4)의 일부분

에 제2 갭(6)이 형성된다(도 19c).

또한, 상기 활성화 처리가 수행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전성 막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제2 갭(6) 내의 기판(1)

상, 및 갭(6) 부근의 도전성 막(4) 상에 탄소막(10)이 형성된다. 이 활성화 처리는 제2 갭보다 좁은 제1 갭(7)을 형성

하고, 그에 따라 전자 방출 영역(5)이 형성된다(도 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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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방법은, 기판 상에 제2 갭을 갖는 도전성 부재를 배치하는 단계; 상기 도전성 

부재와 떨어져서 배치된 전자 방출 수단으로부터 탄소 화합물을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서 적어도 상기 제2 갭에 전자

빔을 조사하는 단계; 및 탄소 화합물을 함유하는 분위기 중에서 상기 도전성 부재에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방법은, 기판 상에 제2 갭을 사이에 두고 제1 및 제2 도전성 부재를 배치

하는 단계; 상기 도전성 부재들과 떨어져서 배치된 전자 방출 수단으로부터 탄소 화합물을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서 

적어도 상기 제2 갭에 전자빔을 조사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및 제2 도전성 부재에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방법은, 기판 상에 제2 갭을 갖는 도전성 부재를 배치하는 단계; 및 상기 

도전성 부재와 떨어져서 배치된 전자 방출 수단으로부터 탄소 화합물을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서 적어도 상기 제2 갭

에 전자빔을 조사하는 동안에 상기 도전성 부재에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방법은, 기판 상에 제2 갭을 사이에 두고 제1 및 제2 도전성 부재를 배치

하는 단계; 및 상기 도전성 부재들과 떨어져서 배치된 전자 방출 수단으로부터 탄소 화합물을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

서 적어도 상기 제2 갭에 전자빔을 조사하는 동안에 상기 제1 및 제2 도전성 부재에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방법은, 기판 상에 제2 갭을 갖는 도전성 부재를 배치하는 단계; 및 상기 

도전성 부재에 전압이 인가되는 기간 동안에 상기 도전성 부재와 떨어져서 배치된 전자 방출 수단으로부터 탄소 화합

물을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서 적어도 상기 제2 갭에 전자빔을 조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방법은, 기판 상에 제2 갭을 사이에 두고 제1 및 제2 도전성 부재를 배치

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및 제2 도전성 부재에 전압이 인가되는 기간 동안에 상기 도전성 부재들과 떨어져서 배치된 

전자 방출 수단으로부터 탄소 화합물을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서 적어도 상기 제2 갭에 전자빔을 조사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또한,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은 복수개의 전자 방출 소자를 갖는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바람직하게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은 전자원 및 화상 형성 부재를 갖는 화상 형성 장치의 제조 방법에 바람직

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는 0.001 Ωm 이하의 비저항을 갖는 탄소막을 갖는 전자 방출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는 복수개의 전자 방출 소자를 갖는 전자원에 바람직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는 전자원 및 화상 형성 부재를 갖는 화상 형성 장치에 바람직하게 적용될 수 있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자 방출 소자를 이용하는 화상 형성 장치가 밝은 화상을 안정되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자 방출 효율

로 보다 안정되게 보다 장시간동안 전자 방출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망된다.

여기서 전자 방출 효율이란 서로 대향하는 전자 방출 소자의 한 쌍의 소자 전극 양단에 전압이 인가될 때 소자 전극들

사이에 공급되는 전류(이하 소자 전류 If라 함)에 대하여 진공으로 방출되는 전류(이하 방출 전류 Ie라 함)의 비를 의

미한다.

높은 전자 방출 효율이 장시간동안 안정되게 제어될 수 있을 때, 화상 형성 부재로서 예를 들면 형광 물질을 이용하고

낮은 전력으로 밝은 고품질 화상을 형성하는 플랫 디스플레이와 같은 화상 형성 장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응용을 위하여, 방출 전류 Ie가 실용 전압 레벨(예를 들면, 10V 내지 20V)에서 충분해야 하고, 소자 전류 If는 

구동 중에 현저히 변화되지 않아야 하고, 방출 전류 Ie와 소자 전류 If는 장시간동안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의 종래의 제조 방법 은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다.

전자 방출 효율과 같은 소자의 특성 및 소자의 수명은 활성화 단계에서 퇴적되는 탄소 및/또는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

지는 탄소막(10)(도 19d 참조)의 구조 및 안정성에 의해 좌우된다.

또한, 상기 포밍 단계에서 형성되는 제2 갭(6)의 형상은 도 20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그 폭이 불균일한 형상

으로 형성될 수 있다. 도 20은 포밍 단계(도 19c)를 거친 소자의 개략 평면도이다. 또한, 포밍 단계에서 형성되는 제2 

갭(6)은 전극들(2, 3) 사이에서 현저히 굽이치는 모양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포밍 단계에서 형성되는 제2 갭(6)이 상

기와 같이 불균일한 형상을 갖고, 소자 전극들(2, 3)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상기 갭(6) 내에 불균일한 전계가 

형성되게 된다.

상기 불균일한 제2 갭(6)을 갖는 소자의 경우에도, 상술한 활성화 단계를 실시함으로써, 상기 갭(6) 내의 기판(1) 상, 

및 그 부근의 도전성 막(4) 상에, 탄소 및/또는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지는 탄소막(10)을 퇴적함으로써, 상기 갭(6)을 

매립하여, 그 갭의 폭을 실질적으로 좁아지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활성화 단계에 의해, 포밍 단계에서 형성된 갭(6)의 폭의 변화가 저감될 수 있고, 방출 전류 Ie 및 소자 전류 I

f가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소자 전극들(2, 3)로부터 갭(6)까지의 거리의 불균일성은 상기 활성화 단계를 수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감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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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밍 단계에서 형성되는 갭(6)의 폭의 불균일성으로 인해 활성화 단계에서 형성되는 탄소막(10)의 퇴적량이 불

균일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일성 때문에, 소자 전극들(2, 3)에 전압이 인가될 때 제1 갭(7)에 인가되는 유효 전압이 불균일하게 된다. 

또한, 방출 전류 Ie는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는 국부적으로 높은 전계가 인가되므로, 열화되기 쉬운 영역이 생

긴다.

게다가, 필요한 전자 방출 효율을 제공할 수 없는 종래의 제조 방법은 소자들 사이에서 방출 전류 Ie를 변화시키며, 그

특성이 구동하는 동안 변화되거나 열화되도록 한다.

따라서, 전자 방출 소자를 이용한 평판 디스플레이에 적용가능한 고정밀도 화상 형성 장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자 방

출 소자의 전자 방출 영역에, 보다 바람직한 구조와 보다 바람직한 안정성을 갖는 탄소 및/또는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

진 탄소막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전자 방출 소자를 이용하는 평면 텔레비전 등에 적용가능한 고정밀도 화상 형성 장치를 얻기 위해, 보다 

바람직한 구조의 안정성을 갖는 탄소 및/또는 탄소 화합물을 전자 방출 소자의 전자 방출 영역 상에 피착할 필요가 있

다.

상술된 문제에 비추어, 본 발명은 장기간 양호한 전자 방출 효율을 균일하고 안정하게 나타내고, 전자 방출 소자의 제

조 방법을 사용한 전자원과 화상 형성 장치의 제조 방법을 구성하고, 상기 제조 방법에 의해 양호한 전자 방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 방출 소자 및 전자원을 제공하는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방법을 달성하고, 전자원을 사용하고 고

휘도의 균일한 디스플레이 특성면에서 우수한 화상 형성 장치를 제공한다. 상술된 문제에 비추어, 본 발명은 장기간 

양호한 전자 방 출 효율을 나타내며,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방법을 사용한 전자원과 화상 형성 장치의 제조 방법을 

구성하고, 양호한 균일 전자 방출 효율을 갖는 전자 방출 소자 및 전자원을 제공하는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방법을 

실현하고, 전자원을 사용하고 디스플레이 특성에 있어 우수한 고휘도 화상 형성 장치를 제공한다.

지금부터,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의 실시예가 도 1a 및 1b, 2a 내지 2d 및 4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 1a 및 1b는, 본 발명이 바람직하게 적용되는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의 구성을 도시한 개략도이며, 도 1a는 평

면도이고 도 1b는 도 1a에서 1B-1B를 따라 절취한 단면도이다. 도 2a 내지 2d, 및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

의 일부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1a 및 1b, 2a 내지 2d, 및 4에서, 참조 번호(11)는 기판, 참조 번호(12 및 13)는 소자 전극, 참조 번호(14)는 도전

막, 참조 번호(15)는 탄소가 주성분인 탄소막(도전막), 참조 번호(16)는 제2 갭, 및 참조 번호(17)는 제1 갭을 가리킨

다.

(단계 A)

먼저, 서로 대향된 전극(12 및 13)이 형성된다. 이를 위해, 기판(11)은 세정제, 순수, 유기 용액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세정되고, 전극(12 및 13)은 진공 피착법, 스퍼터링 공정 등에 의해 전극 재료를 피착한 후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이

용하여 기판(11)상에 형성된다(도 2a). 대안적으로, 전극은 오프셋 프린팅 방법과 같은 프린팅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큰 영역을 갖는 저비용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프린팅 방법, 특히 오프셋 프린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본 발명에서 기판(11)으로 유용한 것은 Na와 같은 불순물의 함유량이 감소된 유리, 실리카 유리, 소다 라임 유리, 스

퍼터링 공정에 의해 SiO 2 로 코팅된 소다 라임 유리로 구성된 유리 기판, 세라믹 기판 또는 Si 기판이다.

일반적인 도전성 재료는 전극(12 및 13)의 재료로서 유용하다. 예를 들면, 재료는 Ni, Cr, Au, Mo, W, Pt, Ti, Al, Cu 

또는 그 합금과 같은 금속, Pd, Ag, Au, RuO 2 및 Pd-Ag와 같은 금속 및 금속 산화물, 상술된 임의의 금속, 합금 및 

금속 산화물로 구성된 프린팅 도전성 재료 및 유리등, In 2 O 3 -SnO 2 와 같은 투명 도전성 재료 및 폴리실리콘과 

같은 도전성 재료로부터 적절하게 선택된다.

소자 전극 사이의 공간 L, 소자 전극의 길이 W, 도전막(14)등의 형태는 응용 모드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소자 전극

사이의 공간 L은 바람직하게 수백 ㎚ 내지 수백 ㎛의 범위 내이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소자 전극 양단에 인가될 전압

등을 고려하여 수 ㎛ 내지 수십 ㎛의 범위 내이다.

전극의 저항값과 전자 방출 효율을 고려하여, 소자 전극의 길이 W는 바람직하게 수 ㎛ 내지 수백 ㎛의 범위 내이고 

소자 전극(12 및 13)의 막 두께 d는 바람직하게 수십 ㎚ 내지 수 ㎛의 범위 내이다.

전자 방출 소자는 도 1a 및 1b에 도시된 구성을 가지며, 도전막(14) 및 서로 대향되어 있는 소자 전극(12 및 13)은 기

판(11)상에 순서대로 적층되는 구성을 갖는다.

(단계 B)

그 다음, 도전막(14)이 형성된다. 유기 금속성 용액을 인가함으로써, 예를 들면, 유기 금속막은, 전극(12 및 13)이 배

치되어 있는 기판(11)상에 형성된다. 유기 금속 용액은 상술된 도전막(14)의 재료로서 선택된 금속을 주성분으로 한 

유기금속성 화합물의 용액이다. 유기금속막은 베이크되고 리프트오프 또는 에칭에 의해 패터닝되어 도전막(14)을 형

성한다(도 2b). 유기 금속막이 상기 설명에서 유기금속 용액을 인가함으로써 형성되지만, 이 인가 방법은 한정되지 않

고 진공 피착 방법, 스퍼터링 공정, 화학적 기상 피착법, 분산 코팅 방법, 딥핑 방법, 스피너 방법, 잉크젯 방법 등은 도

전막(14)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잉크젯 방법은, 10 ng 내지 수십 ng의 미소한 액체 방울을 기판에 높은 반복가능성으로 첨가하여 포토리소그래피 또

는 진공 공정에 의한 도전막의 패터닝을 불필요하게 한다. 잉크젯 방법에 의해 도전막을 형성하기 위해, 에너지 발생 

소자로서 전열 에너지 변환 소자를 이용한 버블젯형 장치 또는 피에조 소자를 이용한 피에조-젯형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상술된 액정 방울에 대한 하소(베이킹)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사 수단, 가열 공기 취입 수단 또는 

전반적으로 기판을 가열시키는 수단이다. 전자파 방사 수단으로서 사용가능한 것은, 예를 들면 적외선 램프, 아르곤 

이온 레이저 또는 반도체 레이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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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막(14)용 재료는 Pd, Pt, Ru, Ag, Au, Ti, In, Cu, Cr, Fe, Zn, Sn, Ta, W 및 Pd와 같은 금속, PdO, SnO 2 , In 2

O 3 , PbO 및 Sb 2 O 3 와 같은 산화물, HfB 2 , ZrB 2 , LaB 6 , CeB 6 , YB 4 및 GdB 4 와 같은 붕화물, TiC, Zr

C, HfC, Ta, C, SiC 및 WC와 같은 탄화물, TiN, ZrN 및 HfN와 같은 질화물, 및 Si 또는 Ge와 같은 반도체중에서 선

택될 수 있다.

도전막(14)의 막 두께는 소자 전극(12 및 13)에 대한 스텝 커버리지, 소자 전극(12 및 13) 사이의 저항값 등을 고려하

여 적절하게 설정되고, 그 두께는 바람직하게 수 Å 내지 수백 ㎚의 범위 내 또는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50㎚의

범위 내이다. 도전막의 저항값 Rs는 바람직하게 1 X 10 2 내지 1 X 10 7 Ω/□의 범위 내이다. 도전막의 저항값 Rs

는 바람직하게 1 X 10 2 내지 1 X 10 7 Ω/□의 범위 내이다. Rs를 계산하기 위해, 세로 방향에서 측정된 폭 w 및 길

이 l을 갖는 박막의 저항 R은 R=Rs(1/w)로 취해진다.

(단계 C)

그 다음, 포밍 단계는 도전막(도전성 부재)(14)에서 제2 갭(16)을 형성하도록 수행된다. 구체적으로, 전극쌍(12 및 1

3)에 인가되어 도전막(14)을 통해 전류가 흘러, 도전막(14)의 일부에서의 파괴, 변형 또는 열화와 같은 국부적인 구조

변화를 갖는 갭(16)을 형성한다(도 2c). 도전막(14)이 도 2c에서 완벽하게 좌우 단면으로 분리되지만, 이 단면은 서로

부분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따라서, 갭(16)이 상술된 포밍 단계에서 형성된 도전막(14)은 갭(16)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향되어 있는 한쌍의 도전막(도전성 부재) 또는 갭(16)을 갖는 도전막(도전성 부재)(14)일 수 있다.

도 3은 상술된 통전 처리용 전압 파형의 예를 도시한다. 도 3에서, 펄스 폭 T1은 1㎲ 내지 10㎳의 범위 내에서 자유

롭게 설정되고, 펄스 간격 T2는 10㎲ 내지 10㎳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된다. 펄스 높이는 재료 및 도전막의 두

께에 따라 선택된다. 상술된 조건하에서, 펄스 전압은 수 초 내지 수십 분 동안 인가된다. 전압을 인가하는 동안의 전

류값이 예비로 측정될 때, 임의의 설정값을 초과하지 않는 전류값은 갭(16)의 형성이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유

용하다. 예를 들면, 저항값은 약 0.1V의 전압을 인가하여 공급되는 전류를 측정함으로써 결정되고, 저항값이 1㏁를 

초과하는 경우 전류를 중지시킴으로써 그 형성이 종료된다.

(단계 D)

활성화 단계는, 상술된 바와 같이 탄소가 주성분인 탄소막(15)을 도전막(14) 상에 형성하여, 제2 갭(16)을 형성하도

록 수행된다(도 2d). 소자 전류 If 및 방출 전류 Ie는 이 단계에서 현저하게 증가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전자 방출 수단(41)은 활성화 단계에서 도 4에 도시된 전자 방출 소자 외부에 따로따로 배치되고 

탄소가 주성분인 탄소막(15)은 전자 방출 수단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으로 갭(16) 주변에 이하 설명될 영역 (1) 내지 

(3) 중 임의의 한 영역을 조사하면서 전극(12 및 13) 양단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형성된다. 즉, 전극(12 및 13)에의 

전압 인가는 전자 방출 수단으로부터의 전자빔 조사와 동시에 수행된다.

상술된 전자빔으로 조사된 영역은

(1) 상술된 갭(16)내의 기판(11)

(2) 상술된 갭(16)내의 기판(11) 및 갭(16) 부근의 도전막(14) 또는

(3) 상술된 갭(16)내의 기판(11), 도전막(14), 및 전극(12 및 13)이다. 전자빔으로 상술된 영역(3)을 조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게다가, 전극(12 및 13)에 전압을 인가하는 상술된 활성화 단계에서 펄스 전압을 반복해서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더욱이, 본 발명은 도 2d 또는 도 22b에 도시된 양극 펄스 전압을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탄소막(15)은 탄소 화합물 가스(유기 물질 가스)를 함유한 분위기 하에서, 도전막(14)(전극쌍(12 및 13)) 양단에 펄스

전압을 반복해서 인가하고 전자 방출 소자로부터 이격하여 배치된 전자 방출 수단(41)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으로 

갭(16) 부근을 조사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도 4는 외부 전자빔으로 갭(16) 부근을 조사하는데 사용된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4에서, 참조 번호(41)는 

전자 방출 수단을 가리킨다. 상기 소자 및 전자 방출 수단(41)은 동일한 진공 용기 내에 배치된다. 전자 방출 수단(41)

에는 전자빔원으로서 열전자 음극을 사용하여 가속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전자빔을 가속시키는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 방출 수단(41)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을 갭(16)에만 포커스할 필요가 없지만, 전극(12, 13) 양단에 인가된 전압

및 활성화 단계에서 탄소 화합물 가스의 부분압을 고려하여 갭(16) 부근에 수 ㎛ 이상인 전자빔을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규모 영역에 전자빔이 조사되는 경우, 탄소 화합물이 불필요한 영역상에 피착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 방출

수단(41)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을 전자빔 차폐 수단(42)으로 차폐시켜 전자빔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된 가속 전압은 1㎸ 내지 20㎸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1KeV 이상 20KeV 이하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

빔으로 상기 영역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빔은 DC 전압과 같이 또는 상술된 전극(12 및 13) 양단에 인가된

펄스 전압과 동기한 펄스로서 방출될 수 있다. 전자빔을 연속해서 방출하면서(DC 전압과 같이) 상술된 소자 전극에 

펄스 전압을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활성화 단계에서, 전자 방출 수단(41)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으로 조사하면서 소자 전극(12 및 13)에 전압

을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술된 영역 (1) 내지 (3)중 임의의 한 영역은 전압이 소자 전극(12 및 13)에 인가

되면서 전자 방출 수단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으로 조사된다.

본 발명의 활성화 단계에서 형성된 상기 탄소막(15)은 도전막(14)에 의해 각각 또는 직접 상술된 전극(12 및 13)에 

접속된다.

게다가, 상술된 활성화 단계에서 형성된 도전막(탄소막)(15)은 서로 대향되어 있으며 도 2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갭(17)을 갖는다. 탄소막(15)은 도 2d에서의 경계로서 제1 갭(17)을 취하여 좌우 단면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 이 막은 서로 부분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따라서, 활성화 단계에서 형성된 탄소막(15)은 갭(17)을 사이에 두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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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되어 있는 한쌍의 탄소막 또는 갭(17)을 갖는 탄소막(도전성 부재)(15)일 수 있다.

상술된 활성화 단계에서의 분위기 하에 함유될 탄소 화합물(유기 물질)로서는, 알칸, 알켄과 알킨과 같은 지방성 탄화

수소, 알콜, 알데히드, 케톤, 아민과 같은 방향성 탄화수소, 및 페놀, 카르복실산 및 술폰산과 같은 유기산, 즉 구체적

으로 유용한 탄소 화합물은 CnH 2n+2 로 표현되는 메탄, 에탄 및 프로판과 같은 포화 탄화수소, CnH 2n 의 구조식으

로 표현된 에틸렌 및 프로필렌과 같은 비포화 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메타놀, 에타놀, 포름알데히드, 에세트알데히드

, 아세톤, 메틸 에틸 케톤, 메틸알민, 에틸아민, 페놀, 포름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또는 그 혼합물이다.

상술된 종래의 활성화 단계에서, 대기내에 존재하는 탄소 화합물은 제2 갭(16)을 통해 공급된 전류에 의해서만 분해

되어, 탄소 및/또는 탄소 화합물이 제2 갭(16)내의 기판상 및 갭(16) 부근의 도전막(14)상에 피착되고, 갭(16) 부근(

형성 중인 갭(17))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는 탄소 또는 탄소 화합물에 조사되어, 탄소 또는 탄소 화합물의 일부를 결정

화하여 전기 도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활성화 단계에서 얻어진 탄소막(15)의 결정체 구조는 흑연 구조 및/또는 비정질 구조를 포함한다. 게다가, 탄소막(15)

은 그 형성 공정에서, 중간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탄소막(15)은 흑연 구조를 갖는 경우 높은 전기 도전율을 가질 수 있

지만, 막이 비정질 구조인 경우 그 전기 도전율은 저하된다. 결정화도는 전자 방출 소자의 특성, 특히 후술될 전자 방

출 효율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결정화도는, 비정질 상태에서 상당히 무질서한 상태를 거쳐, 주기적 구조인 완전한 결정 구조로 변화하는 물질에 대

하여, 그 물질의 진행 정도를 표시한다.

게다가, 종래의 활성화 단계에서, 단계가 진행함에 따라, 갭(16) 내에 피착되는 탄소 또는 탄소 화합물은 특히 그 가운

데 보다는 폭이 좁은 갭에 많이 피착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탄소막(15)은 "무질서" 구조로 형성된다.

따라서, 종래의 제조 방법은 활성화 단계가 진행함에 따라 탄소막(15)의 "무질서" 구조를 생성하므로, 갭(16) 부근으

로부터 방출된 전자가 피착된 탄소 또는 탄소 화합물의 일부 위치에는 충분히 조사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갭(

16) 부근에 피착된 탄소 또는 탄소 화합물은, 결정화도가 낮은 영역을 많이 포함한 상태에서 성장하므로, 이와 같이 

얻어진 탄소막(15)은 낮은 도전율을 갖는다. 즉, 그것은 낮은 도전율이 탄소막(15)의 성장 단계에서, 전자빔의 부족에

의해 유발된 결과라고 간주한다.

탄소막은 상술한 바와 같은 낮은 등급의 결정화도를 갖는 수개의 영역들을 포함할 경우, 탄소막(15)의 결정 구조가 

전자 방출 영역으로부터 방출된 전자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또는 소자 전류(If)에 의해 야기되는 열 발생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이에 의해서 비결정질 구조에서 그래파이트 구조(graphite structure)로 결정화도의 등급이 변

화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또한, 탄소막(15)의 저항이 동시에 변화되고, 이에 의해서 장치의 전기 도전 특성이 점차적

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전기 도전 특성의 변화는 소자의 전자-방출 특성 변화를 야기하고, 이에 의해 화상 형성 장치의 경우 다수의 소자들이

바람직하게 균일한 특성들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휘도의 변화를 허용한다.

이와, 반대로, 본 발명의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방법에 따르면, 장치 외측으로부터의 전자빔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전

막(14) 상, 및 제2 갭(16)에 형성되는 탄소막에 충분한 전자빔을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은

탄소막의 물리적 특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고, 이에 의해서 결정화도가 충분히 촉진된 높은 도전성을 갖는 탄소막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기 도전막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그 결과,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구동 동안 탄소막의 물리적 특성의 열화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은 소자의 전자 방출 특

성을 안정화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은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전기 도전막(탄소막)의 비저항을 0.001 Ωm 이하로 제어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갭(16) 근처를 조사하는 전자빔으로서, 인접한 전자 방출 소자

의 전자 방출 영역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빔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에 따르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

자빔 조사를 위한 개별적 전자 방출 수단들을 배치할 필요가 없게 한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은 "무질서(disordered)" 구조에 의해, 탄소막의 형성 반응이 불균일할 때, 탄소막(15)이 부분적

으로 두껍게 형성될 수 있고, 조사되기 어려운 영역이 생길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외

부에 전자 방출 수단을 배치함과 동시에, 인접한 다른 소자로부터의 전자들을 수신함으로써 서로 다른 각도로 탄소막

에 전자빔을 조사할 수 있게 한다.

이하, 서로 다른 전자 방출 소자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을 이용하는 기술을 설명할 것이다.

1개의 소자 전극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2개의 소자들이 서로 인접하게 배치되어 있는 예를 설명한다.

2개의 전자 방출 소자가 서로 인접할 때, 다른 전자 방출 소자의 전자 방출 영역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이 전자 방출 

소자의 전자 방출 영역의 부근에 조사될 수 있고, 이에 의해서 전자 방출 영역에 전자빔이 조사되는 동안 탄소를 주성

분으로 하는 탄소막 (전기 도전막)을 형성한다. 이 때 전자는 음극측에서 양극측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2개의 전자 방

출 소자로부터 방출된 전자들의 방향을 서로 맞춤으로써 전자들을 보다 높은 효율로 전자 방출 소자의 전자 방출 영

역으로 유도할 수 있다. 소자 전극들 중 하나가 서로 인접한 2개의 전자 방출 소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사용되는 구조 

또는 특별히 전자 방출 소자의 어느 하나의 소자 전극이 다른 전자 방출 소자의 어느 한 전극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구조에 의해서, 본 실시예는 각각이 전자 방출 소자들이 다른 전자 방출 소자의 전자 방출 영역을 조사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공동으로 사용된 소자 전극 또는 서로 접속된 소자 전극을 그라운드 전위로 설정하고 한 쌍의 전극에 위상이 

서로 어긋난 AC 전압, 예를 들면 π의 위상차를 갖는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전자 방출 방향을 서로 완전히 정합시켜 

전자 방출 영역의 부근에 다른 전자 방출 영역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을 조사할 수 있다. 그 결과, 2개의 전자 방출 영

역 상에 거의 동시에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전기 도전막 (탄소막)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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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 및 도 7b는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전자원의 구성을 도시한 개략도로서, 도 7a는 평면도이고 도 7b는 단면도

이다. 도 7a 및 도 7b에 있어서, 참조 부호 71은 공통 소자 전극(72), 소자 전극(73 및 74)이 형성된 기판을 나타낸다.

전기 도전막(75), 전자 방출 영역(79) 및 탄소막(76)은 공통 소자 전극(72)과 소자 전극(73)을 구성하는 [전극 쌍(A)

으로 참조되는] 한 쌍의 소자 전극들 사이에 형성되어 전자 방출 소자(A)를 구성한다. 또한, 전기 도전막(77), 전자 방

출 영역(80) 및 탄소막(78)은 공통 소자 전극(72)과 소자 전극(74)을 구성하는 [소자 전극 쌍(B)으로 참조되는] 한 쌍

의 소자 전극들 사이에 형성되어 전자 방출 소자(B)를 구성한다.

전자원은 도 1a 및 도 1b를 참조하여 설명된 것과 유사하게 공통 소자 전극(72)에 의해 직렬로 2개의 전자 방출 소자

들을 배열하여 장치를 구성한다는 기본 구조를 갖는다고 간주할 수 있다.

상술한 전자 방출 소자의 전극들(72 내지 74) 및 전기 도전막(75 및 77)은 상술한 전자 방출 소자를 형성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형성된다. 더욱이, 전극들 사이의 간격(L1), 및 전극들의 길이(W)와 막 두께는 전자 방출 효율을 고

려하여 결정된다. 도 7a 및 도 7b에서, 2개의 전극 쌍들은 동일한 간격(L1)을 가지며, 3개의 전극들이 동일한 길이를 

갖는다. 또한, 공통 소자 전극(72)의 폭(L2)은 전자 방출 영역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을 인접한 전자 방출 영역들 각

각에 조사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하여 설정된다. 전기 도전막 상의 소자 전극의 중첩 폭은 이들 부재들 사이에 전기 

도전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선택된다.

전자 방출 영역(79 및 80)은 공통 소자 전극(72)을 접지시키고 소자 전극(73)을 소자 전극(74)에 접속하여 이들 전극

들을 동일한 전위로 설정하며 전극 쌍들(A 및 B)에 전압을 동시에 인가함으로써 동시에 형성될 수 있다.

도 7a 및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 인접한 2개의 전자 방출 소자의 활성화 처리를 위해서, 장치는 다른 장치로

부터 방출된 전자빔에 의해 조사될 수 있다. 전자빔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하 설명한다.

공통 소자 전극(72)은 접지되고, (도시되지 않은) 펄스 전압원은 소자 전극(73 및 74)에 접속된다.

도 8a 및 도 8b는 소자 전극(73)과 소자 전극(74)에 각각 인가되는 AC 전압들의 직사각형 펄스의 전압 파형(a 및 b)

을 예시한다. 도 8a 및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상 차가 π인 펄스 전압들이 각각 전극들로 인가된다.

이제, 전자 방출 영역을 통해 비교적 낮은 전위에서의 전극으로부터 높은 전위에서의 전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전자들 및 전자들의 일부가 동일 방향으로 전자빔으로서 방출된다. 따라서, 도 8a 및 도 8b에 도시된 것과 같은 전압

들이 인가되면, 전자빔은 전자 방출 영역(79)에서 전자 방출 영역(80)으로의 방향 그리고 전자 방출 영역(80)에서 전

자 방출 영역(79)으로의 방향으로 교대로 방출된다.

도 9a 및 도 9b는 전자빔들을 교대로 방출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펄스 전압이 변화하는 각 시간에, 전자

빔의 방향은 도 9a 및 도 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화된다. 도 9a의 경우, 전자 방출 영역(79)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빔

이 전자 방출 영역(80) 부근에 조사된다. 도 9b의 경우, 전자 방출 영역(80)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이 전자 방출 영역

(79) 부근에 조사된다.

다른 펄스 패턴으로서 도 10a 및 도 10b에 도시된 파형과 같은 전압 파형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상이 서로 

π/2 다른 펄스 전압이 소자 전극들(73 및 74)로 각각 인가된다. 이러한 파형 패턴은 전자빔이 다른 전자 방출 영역으

로 방출되는 동안 전자빔이 전자 방출 영역으로부터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자원이 상기 전자빔을 임의의 방향으

로만 수신하도록 하여, 두 개의 방향으로 방출되는 전자빔들 사이에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형성 단계에서 생산된 제2 갭(16)의 구불구불함(meandering)으로 인해 야기되는 장치들 간의 

특성 변화를 줄일 수 있는 후술되는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즉,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상술한 전기 도전막(14)을 사용하지 않고도 비교적 우수한 선형성을 갖는 한 쌍의 소자 

전극들 (전기 도전 부재들)(12 및 13) 사이에 상기 활성화 단계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도 21a는 본 실시

예에서 전자 방출 소자를 도시한 개략적인 평면도이고 도 21b는 전자 방출 소자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22a, 도 

22b 및 도 23은 상술한 제조 방법의 부분적인 공정을 도시한 개략적인 도면이다. 여기서, 도 21a 및 도 21b에 도시된

개략도에서, 제1 갭(17)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완전한 직선으로 도시하였다. 또한, 도 21a 및 도 21

b에서 탄소막(15)은 경계로서 제1 갭(17)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탄소막(15)은 부분적으로 접속될 수도 있다. 따

라서, 상술한 활성화 단계에서 형성된 탄소막(15)은 갭(17)을 통해 서로 대향되는 한 쌍의 탄소막들(15) 또는 갭(17)

을 갖는 탄소막(15)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상술한 다른 제조 방법은 기판(11) 상에 갭(L)을 갖는 한 쌍의 소자 전극들 (전기 도전성 부재) (12 및

13)을 설치하도록 구성된다 (도 22a). 본 실시예에서, 소자 전극들(12 및 13) 사이의 갭은 상술한 제1 갭(16)에 대응

한다.

이 때, 본 발명에 따른 활성화 단계가 실시된다. 이 활성화 단계에서, 전자 방출 수단들은 개별적으로 배치되며 전자 

방출 수단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에 의해 이하 설명된 영역들(1) 및 (2) 중 하나를 조사하는 동안 전극들(12 및 13)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탄소막(15)이 형성된다 (도 22b 및 도 23). 다시 말해서, 전자 방출 수단들로부터 전자빔을 조

사함과 동시에 전극들(12 및 13)에 전압이 인가된다.

상술한 전자빔이 조사되는 영역은 다음 영역들 중 하나이다.

(1) 상술한 소자 전극들(12 및 13) 사이의 기판(11), 또는

(2) 상술한 소자 전극들(12 및 13) 및 전극들(12 및 13) 사이의 기판(11).

따라서, 본 실시예는 소자 전극들(12 및 13) 사이의 제1 갭(17)뿐만 아니라 소자 전극들(12 및 13) 상의 탄소막(15)

과 소자 전극들(12 및 13) 사이의 절연 기판(11)을 형성할 수 있다.

도 23은 외부 전자빔을 조사하는 장치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23에 도시된 전자 조사 장치는 도 4에 도시된 장치들

의 구성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도 23에서, 참조 부호 51은 전자 방출 수단을 나타낸다. 전자 방출 수단

(51)이 전자 방출 소자의 진공 용기 내에 배치되는 경우에도, 기판(11)을 수용하는 진공 용기와는 분리되는 별도의 진

공 용기에 전자 방출 수단을 수용하고 상기 전자 방출 수단들을 개별적으로 배기시키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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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방출 수단들이 개별적으로 배기될 때, 전자빔 침투용 핀홀(도 23의 52)은, 기판(11)을 수용하는 진공 용기의 내

부 압력이 핀홀의 낮은 도전성으로 인해 전자 방출 수단(51)을 수용하는 진공 용기의 내부 압력과 분리될 수 있도록 

형성된다.

전자원으로서 열전자를 이용하며 가속 전압을 인가하여 전자빔을 가속화하는 구조가 전자 방출 수단(51)으로서 사용

될 수 있다. 또한, 전자빔 차폐 수단(52)이 전자빔이 조사된 영역을 섬세하게 제어하기 위해 설치된다.

소자 전극(12 및 13) 및/또는 소자 전극들 사이의 기판(11)에는 전극들에 인가되는 펄스 전압과 동기하여 DC 전압 

또는 펄스 전압 등 전자빔이 조사될 수 있다.

따라서, 실시예에 따르면, 활성화 단계에서 요구되었던 소자 전극들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전기 도전막(14)(도 1a 

및 도 1b에 도시됨)과, 전기 도전막에서 제2 갭(16)을 형성하기 위한 "통전 포밍"이 불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본 발명은 외부 전자빔의 조사에 의해, 상술된, 제2 갭(16)보다 넓은 전극들 사이에 간격(L) (수 마이크

로미터 내지 수십 마이크로미터)로 탄소막(15)과 제1 갭(17)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 21a 및 도 21b에 도시

된 장치에 형성된 제2 갭(16)은 전극들(12 및 13) 사이의 간격에 대응한다. 따라서, 제2 실시예는 장치 내에 형성된 

제2 갭이 높은 선형성과 균일도가 높은 폭(L)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제2 실시예는 상술된 제2 갭(16)의 폭의 불균일성 및 도 19 a 내지 도 19d 또는 도 20에 도시된 장치에서 소

자 전극(12 및 13)에서부터 제2 갭까지의 거리의 불균일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전자 방출 소자의 전자 방출 특성의 국

부적인 변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욱이, 제2 실시예는 또한 상술한 전자빔 방출 효과를 나타내며, 이에 의해서 장치

의 전자 방출 효율을 향상시켜 장치를 구동하는 동안 특성의 변동 또는 열화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방법은 소자 전극들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전기 도전막(14)을 사용하고 

또한 종래의 활성화 단계에서 요구되는 전기 도전막에서 제2 갭(16)을 형성하기 위한 "형성 단계"가 불필요하게 되며,

이에 의해서 장치의 구성을 간략화할 수 있고 공정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에서는 안정

되고 고효율의 전자 방출 효과를 갖는 전자 방출 소자를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에서는, 기판 상에 다수 배열된 상기 전자 방출 소자들을 포함하고 고 균일도, 고 효율 및 안정된 특성

을 갖는, 전자원 및 화상 형성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중 활성화 단계에서는, 특히, 전자 방출 수단들(41)(51)로부터 전자빔이 조사되는 동안에 소

자 전극들(12 및 13)에 전압을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전압이 소자 전극들(12 및 13)에 인가되는 동

안 전자 방출 수단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에 의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술은. 초기 피착 단계

에서 제1 갭(17)을 형성하는 탄소 및/또는 탄소 화합물의 피착 초기의 결정화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종래의 활성화 방법과 비교해서,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이 전자 방출 수단(41)(51)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투사되기 때문에, 탄소 및/또는 탄소 화합물이 소자 전극들(12 및 13) 사이에 인가된 전류에 의해서 초기 

피착 단계로부터 높은 등급의 결정화도를 갖는 탄소막으로서 피착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갭(17)은 보다 좁은 

폭으로 형성되고 이에 의해 우수한 특성을 갖는 장치가 형성된다고 기대할 수 있다.

(단계 E)

5) 상술된 본 발명에 따른 활성화 단계를 통해 얻어진 전자 방출 소자에 대해서는 활성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 단계는 진공 용기로부터 유기 물질을 배기시킨다. 진공 용기를 배기시키기 위해서는, 오일이 장치의 특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진공 배기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세히 설명하면, 흡착 

펌프, 이온 펌프 등과 같은 진공 배기 장치가 진공 용기를 배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배기 장치로서 오일 확산 펌프 또는 로터리 펌프가 사용되고 펌프로부터 공급된 오일 성분으로부터 야기되는 유기 가

스가 상술한 활성화 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들 성분의 부분 압력을 낮은 레벨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탄소 또

는 탄소 화합물이 새롭게 피착될 때 진공 용기 내의 유기 성분의 부분 압력은 1 × 10 -6 Pa보다 높지 않은 레벨로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부분 압력이 1 × 10 -8 Pa보다 크지 않은 레벨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진

공 용기를 배기시키는 단계에서는, 진공 용기를 전체적으로 가열하여 진공 용기의 내벽과 전자 방출 소자에 의해 흡

착되어 있는 유기 물질 분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공 용기는 80 내지 300 ℃에서 배기시키는 것이 바람

직한데, 150 ℃ 이상에서 그 시간을 가능한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조건은 제한되지 않으며, 진공 용기의 

크기 및 형태, 전자 방출 소자의 구성 등과 같은 조건에 따라 적절히 선택된 조건에서 진공 용기를 배기시킬 수 있다. 

진공 용기는 1 × 10 -5 pa를 초과하지 않는 극히 낮은 레벨에서 배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1 × 10 -6 pa를 초과하

지 않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상술한 안정화 단계 이후 구동을 위해서는, 안정화 단계 종료 이후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분위

기는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자체 압력이 다소 높아지는 경우에도 유기 물질이 충분히 제거될 수 있다면 안정된 특

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채택함으로써, 탄소 및 탄소 화합물이 다시 피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의해

장치 전류(If) 및 방출 전류(Ie)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제, 본 발명을 따르는 전자-방출 장치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상술될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을 따르는 전자-방출 

장치의 기본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장치를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이 평가 장치는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측정하는 장치 특성을 평가하는 기능을 갖는다. 도 5에 있어서, 도 1a 및 도 1b에 도시된 것들과 같은 요소

들은 도 1a 및 도 1b에서 이용된 것들과 같은 참조 번호로 표시된다.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참조 번호(11)는 전자-방

출 장치를 구성하는 기판을 나타내고, 참조 번호(12 및 13)는 전극을 나타내며, 참조 번호(14)는 전기 도전성 필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참조 번호(100)는 전자 방출 영역을 나타낸다. 탄소 필름(15)은 편의상 삭제하였다. 게다가, 참조 

번호(51)는 전자-방출 장치에 장치 전류 If를 인가하는 전원을 나타내고, 참조 번호(50)는 전극들(12 및 13) 사이의 

전기 도전성 필름을 통해 제공되는 장치 전류 If를 측정하는 전류계를 나타내며, 참조 번호(54)는 상기 장치의 전자 

방출 영역으로부터 방출된 방출 전류 Ie를 포획하는 음극을 나타낸다. 참조 번호(53)는 상기 음극(54)에 전압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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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전압 전원을 나타내고, 참조 번호(52)는 상기 장치의 전자 방출 영역(16)으로부터 방출된 방출 전류 Ie를 측정

하는 전류계를 나타낸다. 본 발명을 따르는 상기 장치의 기본적인 특성들은 상기 음극에 1 킬로볼트의 전압을 인가 및

상기 음극과 상기 전자-방출 장치 사이에 2 밀리미터의 거리 H를 유지하는 동안 측정된다.

기본적인 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해, 첫번째로 진공 용기는 탄소 또는 탄소 화합물이 새롭게 침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워지고, 오일을 이용하지 않는 진공 배출 장치, 예를 들어, 흡착 펌프는 결과적으로 장치의 오일이 상기 장치의 특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진공 용기(55)를 비우기 위한 진공 배출 장치(56)로서 이용된다.

진공 용기(55)내의 유기 성분의 부분 압력은 전술된 탄소 및 탄소 화합물이 새롭게 증착되지 않는 1 ×10 -8 Pa를 초

과하지 않는 레벨에서 설정된다. 이 경우, 상기 진공 용기의 내부 표면 및 상기 전자 방출 소자에 의해 흡수되는 유기 

성분의 분자를 배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진공 용기를 200℃ 또는 그 이상으로 가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상기 배출 장치로 측정되는 방출 전류 Ie, 장치 전류 If 및 본 발명을 따르는 전자-방출 장치의 

장치 전압 Vf사이의 관계를 도시하는 개 략도이다. 도 6에 있어서, 상기 방출 전류 Ie는 상기 장치 전류 If 보다 현저하

게 작기 때문에 임의의 단위로 표기된다.

또한 명백하게 도 6으로부터, 본 발명을 따르는 상기 전자-방출 장치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상기 방출 전류 Ie와 관계

하는 3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번째는, 상기 전자-방출 장치는 장치 전압이 어떤 전압 레벨을 초과할 때 상기 방출 전류 Ie는 갑자기 증가하는 반

면에 상기 방출 전류 Ie는 전압 레벨이 임계값 전압 Vth를 초과하지 않을 때 대부분 방출된다. 현재, 본 발명을 따르는

상기 전자-방출 장치는 방출 전류 Ie에 정확히 비례하는 상기 임계값 전압을 갖는 비-선형 장치이다.

두번째로, 상기 방출 전류 Ie는 장치 전압 Vf에 의해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에 상기 장치 전압 Vf로 제어될 수 있다.

세번째는, 상기 음극(54)(도 5에 도시)에 의해 포획된 방출 전자의 양은 상기 장치 전압 Vf를 인가하기 위한 시간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서, 음극(54)에 의해 포획된 전자의 양은 상기 장치 전압 Vf를 인가하기 위한 시간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전술한 설명에서 이해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따르는 상기 전자-방출 장치는 입력 신호에 의존하여 쉽게 제어될 수 

있는 전자 방출 특성을 갖는다. 이 특성을 이용하여, 본 발명을 따르는 상기 전자-방출 장치는 전자 소스 및 전자-방

출 장치를 다수 배열하는 것에 의해 구성되는 이미지-포밍 장치와 같은 다양한 응용기구에 응용 가능하다.

도 6은 상기 장치 전류 If 또한 상기 장치 전압 Vf (이후 "MI 특성"으로 간주)에 의해 천천히 증가하는 실시예를 도시

하였지만, 상기 장치 전류 If는 저항 특성(이후 "VCNR 특성으로 간주)에 반대하는 전압 제어 종류를 상술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전술된 단계들을 조절하는 것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전술된 독특한 특성을 가지며 본 발명을 따르는 상기 전자-방출 장치는 상기 전자 소스 또는 전자-방출 장치를 다수 

배열하는 것으로 구성된 상기 이미지-포밍 장치에서 방출된 전자의 양을 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응용장치에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을 따르는 상기 전자-방출 장치의 응용 실시예는 후술될 것이다. 전자 소스 또는 이미지-포밍 장치는 기판의 

대다수에 있어 본 발명을 따르는 상기 전자-방출 장치를 배열하는 것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전자-방출 장치의 다양한 배열이 채택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방출 장치의 대부분을 평행하게 배열하고 양쪽의 

끝이 접속해 있는 사다리 종류, 많은 라인(한 방향)으로 배열된 전자-방출 장치, 및 한 방향과 전술된 전자-방출 장치

에 수직하는 방향(행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전극들(격자 전극들)로 제어되고 움직이는 상기 전자-방출 장치의 전자

들이 있다. 이 배열과 독립적으로, 배열은 매트릭스, 일반적으로 X방향에 와이어로 접속되어 있는 라인에 배열되는 다

수의 전자-방출 장치, 및 일반적으로 Y방향에 와이어로 접속되어 있는 다수의 전자-방출 장치의 다른 종류의 전극을 

형성 하도록 X 방향과 Y방향으로 배열되는 다수의 전자-방출 장치에 있다. 그러한 배열은 심플 매트릭스 배열이라고

불리운다. 상기 심플 매 트릭스 배열에 대해서는 후술될 것이다.

본 발명을 따르는 상기 전자-방출 장치는 전술된 바와 같이 3가지의 특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상기-전자 방

출 소자로부터 방출된 전자들은 상기 임계 전압을 초과하는 전압까지 서로 반대의 상기 소자 전극에 인가되는 펄스 

전압의 진폭 및 폭으로 제어될 수 있다. 한편 전압은 임계 전압을 초과하지 않으며, 다시 말해서 상기 전자-방출 장치

로부터 전자들은 대부분 방출된다. 이 특성은 전자-방출 장치를 선택하고 많은 전자-방출 장치가 배열될 때 상기 전

자-방출 장치 각각에 적당한 펄스 전압을 인가하는 것에 의해 입력 신호에 의존하는 방출된 전자의 양을 제어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도 12를 참고하여, 본 발명을 따르는 상기 다수의 전자-방출 장치를 배열하는 것에 의해 획득된 전자 소스 기판에 대

해 설명 될 것이다. 도 12에 있어서, 참조 번호(121)는 전자소스 기판을 나타내고, 참조 번호(122)는 X방향의 와이어

를 나타내며, 참조 번호(123)는 Y방향의 와이어를 나타낸다. 참조 번호(124)는 상기 발명을 따르는 전자-방출 장치를

나타내고 참조 번호(125)는 와이어링을 나타낸다.

X 방향으로 m개의 Dx1, Dx2, ... Dxm의 요소가 배열되는 상기 와이어(122)는 진공 증착 방법, 프린팅 방법 또는 스

퍼터링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되는 전기 도전성 금속 또는 유사한 것으로 구성된다. 어떤 물질, 와이어의 필름 두께와 

폭은 적절하게 설계된다. Y방향으로 n개의 Dy1, Dy2, ... Dyn의 요소가 배열되는 상기 와이어(123)는 X 방향의 와이

어(122)와 유사하게 형성된다. 절연 층(도시되지 않음)은 상기 와이어(123)로부터 상기 와이어(122)를 분리시키기 

위해 X 방향의 m개의 와이어(122)와 Y 방향의 n개의 와이어(123)(m 및 n 은 양의 정수) 사이에 형성된다.

SiO2 또는 유사한 것으로 구성된 상기 절연 층(도시되지 않음)은 상기 진공 증착 방법, 프린팅 방법 또는 스퍼터링 프

로세스에 의해 형성된다. 상기 절연 층은 예를 들어, X 방향에 형성되는 상기 와이어(122)의 기판(121)의 표면 전체 

또는 일부에 요구된 형태로 형성되고, 상기 층의 두께, 물질 및 제조 방법은 결과적으로 상기 층이 X 방향의 와이어(1

22)와 Y 방향의 와이어(123)사이에 교차하는 부분에서의 전위 차이를 견딜 수 있도록 선택된다. X 방향의 와이어(12

2)와 Y 방향의 와이어(123)은 외부 터미널로, 각각 끌어내어진다.



등록특허  10-0424032

- 11 -

상기 전자-방출 장치(124)를 구성하는 소자 전극의 쌍(도시되지 않음)은 전기 도전성 금속 또는 유사한 것으로 만들

어진 상기 와이어링(125)을 통해 전기적으로 X 방향의 m개의 와이어(122)와 Y 방향의 n개의 와이어(123)에 접속된

다.

X 방향의 와이어(122), Y 방향의 와이어(123), 상기 와이어링(125) 및 상기 소자 전극의 쌍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물질의 구성 요소 전부 또는 일부는 서로 같거나 또는 다를 것이다. 이러한 물질은 예를 들어, 전술된 소자 전극들에 

대한 물질들로부터 적절하게 선택된다. 상기 소자 전극의 물질들이 와이어의 것과 같을때, 상기 소자 전극에 접속된 

와이어들은 상기 소자 전극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X 방향의 와이어(122)는 X 방향에 배열된 상기 전자-방출 장치(124)의 라인을 선택하기 위해 스캐닝 신호를 인가하

는 스캐닝 신호 인가 장치(도시되지 않음)에 접속된다. 다시 말해서, Y 방향의 와이어(123)는 상기 입력 신호를 따라 

Y 방 향에 배열된 상기 전자-방출 장치(124)의 각 행을 변조하는 변조 신호 발생 장치(도시되지 않음)에 접속된다. 드

라이빙(driving) 전압은 상기 스캐닝 신호와 상기 전자-방출 장치에 인가된 변조 신호사이의 전압차만큼 각 전자-방

출 장치에 인가된다.

전술된 구성은 개별적인 장치를 선택하고 독립적으로 심플 매트릭스 와이어링을 이용하는 상기 장치를 드라이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도 13, 14 및 15를 참고하여, 심플 매트릭스 배열과 같은 전자 소스를 이용하여 형성되는 이미지-포밍 장치에 대해 

상술할 것이다. 도 13은 상기 이미지-포밍 장치의 디스플레이 패널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개략도이고, 도 14A 및 도 

14B는 도 13에 도시된 상기 이미지-포밍 장치에 있어 이용된 형광 필름을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15는 NTSC 시스

템의 TV 신호를 따르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드라이빙 회로를 예시화하는 블럭도이다. 도 12에 도시된 것과 같은 구성

요소들은 상기 같은 참조 번호에 의해 나타내지고 실제로는 도시되지 않는다. 편의상, 전기 도전성 필름(14) 및 전기 

도전성 필름(15)은 삭제하였다.

도 13에 있어서, 참조 번호(131)는 상기 전자 소스 기판(121)이 고정된 후방 플레이트를 나타내고, 참조 번호(136)는

유리 기판(133)의 내부 표면 위에 형성되 있는 형광 필름(134), 금속 막(135) 등이 있는 전방 플레이트를 나타낸다. 

참조 번호(132)는 후방 플레이트(131) 및 전방 플레이트(136)가 용융된 유리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접속

되는 지지 프레임을 나타낸다. 참조 번호(138)는 예를 들어, 10 분 또는 그 이상동안 400 내지 500℃ 온도 범위 이내

에서 접합에 의해 구 성되는 엔클로우저를 나타낸다.

상기 엔클로우저(138)는 전술된 바와 같이 상기 전방 플레이트(136), 상기 지지 플레임(132) 및 후방 플레이트로 구

성된다. 상기 후방 플레이트(131)는 주로 상기 전자 소스 기판(121)을 강화시키기 위해 놓여지기 때문에, 상기 후방 

플레이트(131)는 상기 기판(121)자체가 충분한 강도를 가질 때는 불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기 지지 플레임(

132)은 상기 기판(121)에 직접적으로 봉해질 것이고, 상기 엔클로우저(138)는 상기 전방 플레이트(136), 상기 지지 

플레임(132) 및 상기 기판(121)로 구성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기 엔클로우저(138)는 상기 전방 플레이트(136)와 

상기 후방 플레이트(131) 사이에 스페이서(도시되지 않음)라 불리는 지지 구성요소를 놓는 것에 의해 대기압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도 14A 및 도 14B는 형광 필름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형광 필름(134)은 상기 필름이 단색일 때에 형광 물질로 구

성될 수 있다. 색 형광 필름은 블랙 스트라이프(도 14A) 또는 블랙 매트릭스(도 14B) 및 형광 물질(142)로 불리우는 

블랙 전기 도전성 물질(141)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블랙 스트라이트 또는 상기 블랙 매트릭스는 색 디스플레이에 있

어 필수적인 3가지 주요색의 형광 물질(142)중에서 검정색으로 코팅된 테두리에 의해 색 혼합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배치되고 상기 형광 필름(134)에 의해 반사된 외부 광선들에 의해 콘트라스트가 더 낮아지는 것을 방지

한다. 상기 블랙 전기 도전성 물질(141)중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전기적으로 전도되고 대부분 전송되며 또는 광을 반사

시키는 물질이며, 게다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성분으로서 그래파이트(grapite)를 갖는 물질이다.

배치 방법에 있어서, 프린팅 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은 상기 필름이 단색 또는 다색 이던지간에 상기 형광 물질을

상기 유리 기판(133)에 인가하기 위해 채택될 수 있다. 금속 막(135)은 일반적으로 상기 형광 필름(134)의 내부 표면

에 배치된다. 상기 금속 막을 배치하는 목적은 상기 유리 기판(133)을 향해 거울 반사에 의해 형광 물질로부터 방출된

광을 상기 내부 표면의 외부를 향해 이동하는 광 휘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전압을 가속하는 전자빔의 응용을 위

한 전극으로서 광을 만들며, 상기 엔클로우저 에서 생산된 음이온의 충격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형광 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 등이다. 상기 금속 막은 상기 형광 필름을 형성한 후에 진공 증착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의해 Al을 증착하는 

상기 형광 필름의 내부 표면을 부드럽게 처리(일반적으로 "필르밍"이라 명칭)함으로서 제조된다.

더군다나, 상기 전방 플레이트(136)는 상기 형광 필름(134)의 전기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기 형광 필름(134)의 

외부 표면에 배치된 투명 전극(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한다.

상기 색 형광 필름의 경우에 있어서, 각 전자-방출 장치에 각 컬러의 형광 물질을 수반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충분한 

위치결정화도 전술된 봉함 단계에 있어 필수 불가결 한 것이다.

도 13에 도시된 상기 이미지 포밍 장치는 예를 들어, 후술되는 바와 같이 제조된다.

상기 엔클로우저(138)는 그것이 1 ×10 -5 Pa 진공 상태의 대기로 채워지고 충분히 작은 유기 물질을 포함할 때까지 

그것의 내부가 이온 펌프 또는 전술된 안정화 단계에서의 배출처럼 오일을 이용하지 않는 흡착 펌프와 같은 배출 장

치로 적절하게 열을 가하는 동안 비워진 후에 밀폐된다. 게터 처리는 상기 엔클로우저(138)를 밀폐한 후에 진공 상태

를 유지하기 위해 실행된다. 이것은 저항 히터 또는 고주파 히터로 상기 엔클로우저(138)내의 예정된 위치에 배치된 

게터(도시되지 않음)를 가열함으로서 상기 엔클로우저(138)를 밀폐시킨후 배치된 필름을 형성하기 위해 실행된다. 

상기 게터는 일반적으로 Ba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며, 예를 들어, 배치된 필름의 기능을 흡착하는

것에 의해 1 ×10 -5 Pa보다 낮지 않은 높은 진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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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에서,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심플 매트릭스 배열의 전자 소스를 이용하여 구성되는 디스플레이 패

널위에 상기 NTC 시스템의 TV 신호로 TV 디스플레이에 대한 드라이빙 회로를 구성하는 실시예를 상술할 것이다. 

도 15에 있어서, 참조 번호(151)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나타내고, 참조 번호(152)는 스캐닝 회로를 나타내며, 참조 번

호(153)는 컨트롤 회로를 나타내고, 참조 번호(154)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나타내며, 참조 번호(155)는 선형 메모리를

나타내고, 참조 번호(156)는 동시발생하는 신호 분리대 회로를 나타내며, 참조 번호(157)는 변조 신호 발생기를 나타

내고, 참조 심볼 Vx 및 Va는 DC 전압원을 가리킨다.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151)은 Dxm을 통해 터미널 Dx1, Dyn을 통해 터미널 Dy1 및 고전압 터미널(137)을 경유하여

외부 전기 회로에 접속되어 있다. Dxm을 통해 인가된 터미널 Dx1은 m개의 라인과 n개의 행 매트릭스내에 와이어드

된 전자-방출 장치의 그룹을 정렬(n 개의 장치)함으로써 연속적으로 드라이브되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151)내에 

배치된 전자 소스를 드라이브하는 스캐닝 신호이다. Dyn 을 통해 인가된 상기 터미날 Dy1은 상기 스캐닝 신호에 의

해 선택된 라인내에 전자-방출 장치로부터의 전자빔 출력을 컨트롤 하기 위한 변조 신호이다. DC전압원 Va에서 고

전압 터미널(137)까지 제공된것은 DC 전압, 예를 들어 상기 형광 물질을 여기시키기 위해 충분한 에너지를 상기 전

자-방출 장치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을 제공하는 가속 전압, 10 킬로볼트이다.

이제, 상기 스캐닝 회로(152)에 대해 상술할 것이다. 이 회로는 n개의 스위칭 소자(도 15에서 S1부터 Sm에 의해 개

략적으로 도시)로 구성된다. 상기 스위칭 소자들은 상기 DC전압원 Vx로부터의 출력 전압 또는 0 볼트(그라운드 상태

)를 선택하고 전지적으로 디스플레이 패널(151)에 Dxm을 통해 터미널 Dx1에 접속된다. 스위칭 소자 S1에서 Sm은 

상기 컨트롤 회로(153)으로부터의 기본적인 컨트롤 신호 Tscan 출력에 대해 오퍼레이션하고 예를 들어, FET와 같은

스위칭 소자와 결합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전자 방출 소자의 특성(전자 방출을 위한 임계치 전압)을 기초로, DC 전압원(Vx)는 주사되지 않은 소자에 인가된 구

동 전압을 전자 방출을 위한 임계치 전압보다 작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정 전압을 출력하도록 설정된다.

제어 회로(153)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화상 신호에 기초하여 화상이 적절히 디스플레이되도록 부재들의 동작을 정합

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제어 회로(153)는 동기화 신호 분리기 회로(156)로부터 전송된 동기화 신호(Tsync)에 기

초하여 부 재들에 대한 제어 신호들(Tscan, Tsft, Tmry)을 발생시킨다.

동기화 신호 분리기 회로(156)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NTSC 시스템의 TV 신호로부터 동기화 신호 성분과 휘도 신호 

성분을 분리시키는 회로로서, 일반적인 주파수 분리기 회로(필터)로 구성될 수 있다. 동기화 신호 분리기 회로(156)에

의해 분리된 동기화 신호는 수직 동기화 신호와 수평 동기화 신호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동기화 신호

는 Tsyn으로 표시된다. TV 신호로부터 분리된 화상의 휘도 신호 성분은 편의상 DATA 신호로 표시된다. 이 DATA 

신호는 시프트 레지스터(154)에 입력된다.

시프트 레지스터(154)는 시계열로 입력되는 전술한 DATA 신호의 화상의 라인당 직렬/병렬 변환을 위해 사용되며, 

제어 회로(153)로부터 전송된 제어 신호(Tsft)에 기초하여 동작한다(즉, 제어 신호(Tsft)는 시프트 레지스터(154)의 

시프트 클럭이라고 말할 수 있음). 직렬/병렬 변환 처리된 화상 라인의 데이터(n개의 전자 방출 소자에 대응)는 스프

트 레지스터(154)로부터 n개의 병렬 신호(Id1 내지 Idn)로서 출력된다,

라인 메모리(155)는 제어 회로(153)로부터 전송된 제어 신호(Tmry)에 따라서 요구 시간 동안 화상 라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Id1 내지 Idn의 내용을 적당히 저장하는 메모리이다. 저장된 내용은 Id'1 내지 Id'n으로서 출력되어 변조 신

호 발생기(157)에 입력된다.

변조 신호 발생기(157)는 각 화상 데이터(Id'1 내지 Id'n)에 따라서 각 전자 방출 소자를 적당히 구동하고 변조하는 신

호원이며, 변조 신호 발생기(157)로부터 의 출력 신호는 단자(Dy1 내지 Dyn)를 통해 디스플레이 패널(151)내의 전자

방출 소자에 인가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소자는 방출 전류(Ie)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전

자 방출 소자는 전자 방출을 위한 명백한 임계치 전압(Vth)을 갖고 있으며, Vth보다 높은 전압이 인가될 때에만 전자

를 방출한다. 전자 방출을 위한 임계치보다 높은 전압에서는 소자에 인가된 전압의 변화에 종속적으로 방출 전류도 

변한다. 전자 방출 소자에 펄스 전압이 인가될 때, 전자 방출을 위한 임계치보다 낮은 전압이 인가되는 경우에는 소자

는 전자를 방출하지 않으나, 높은 전압이 인가되는 경우에는 소자는 전자를 방출한다. 이 단계에서 펄스의 최고치를 

변화시킴으로써 출력 전자빔의 세기를 제어할 수 있다. 더욱이, 펄스의 폭(Pw)을 변화시킴으로써 출력 전자빔의 총 

전하량을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 방출 소자를 입력 신호에 종속적으로 변조하는 시스템으로서 전압 변조 시스템이나 펄스폭 변조 시스템

등이 채택될 수 있다. 전압 변조 시스템을 채택하는데는, 한정된 길이를 가진 전압 펄스를 발생하고 입력 데이터에 종

속적으로 전압 펄스의 최고치를 적당히 변조할 수 있는 전압 변조형 회로가 변조 신호 발생기(157)로 이용될 수 있다.

펄스폭 변조 시스템을 채택하는데는, 한정된 최고치를 가진 전압 펄스를 발생하고 입력 데이터에 종속적으로 전압 펄

스의 폭을 적당히 변조할 수 있는 펄스폭 변조형 회로가 변조 신호 발생기(157)로 이용될 수 있다.

시프트 레지스터(154)와 라인 메모리(155)는 디지털 신호형이나 아날로그 신호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시프트 레지

스터와 라인 메모리가 소정 속도로 화상 신호의 직렬/병렬 변환과 저장 동작을 수행하기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신호형 시프트 레지스터와 라인 메모리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동기화 신호 분리기 회로(156)로부터의 출력 신

호(DATA)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동기화 신호 분리기 회로(156)의 출력부에 A/D 

변환기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들 신호와 관련하여, 변조 신호 발생기(157)로 이용될 회로는 라인 메모

리(155)가 디지털 신호인가 아니면 아날로그 신호인가에 따라 약간 다르다.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는 전압 변조 시스

템의 경우에는, 예컨대 D/A 컨버터 회로가 변조 신호 발생기(157)로 사용되고, 통상적인 요구로서 증폭기 회로 등이 

부가된다. 펄스폭 변조 시스템의 경우에는, 예컨대 고속 발진기, 이 발진기로부터 출력된 파수를 카운트하는 카운터, 

및 이 카운터로부터의 출력값을 메모리의 출력값과 비교하는 비교기의 조합으로 구성된 회로가 변조 신호 발생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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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로 이용된다. 통상적인 요구로서, 펄스폭 변조되어 비교기로부터 출력된 변조 신호를 전자 방출 소자의 구동 전압으

로 전압 증폭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증폭기를 부가할 수 있다.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는 전압 변조 시스템의 경우에는, 예컨대 연산 증폭기 등을 이용하는 증폭기 회로가 변조 신

호 발생기(157)로서 이용되며, 통상적인 요구로서 레벨 시프트 회로 등이 부가될 수 있다. 펄스폭 변조 시스템의 경우

에는, 전압 제어형 발진기 회로(VCO)가 채택될 수 있고, 통상적인 요구로서, 전자 방 출 소자의 구동 전압으로의 전압

증폭을 수행하는 증폭기가 부가될 수 있다.

전술한 구성을 가질 수 있는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에서는 밀봉체의 외부 단자(Dx1 내지 Dxm, Dy1 내지 Dy

n)를 통해 전자 방출 소자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전자가 방출된다. 동시에, 고전압 단자(137)를 통해 메탈 백(135) 

또는 투명 전극(미도시)에 고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전자빔이 가속된다. 가속된 전자는 형광막(134)에 충격을 줌에 따

라 이 형광막은 빛을 내면서 화상을 형성한다.

전술한 화상 형성 장치의 구성은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의 일례로서 본 발명에 따른 기술에 기초하여 여러 가

지로 변경될 수 있다. NTSC 시스템의 입력 신호가 전술되었지만, 이 입력 신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PAL 시스템

이나 SECAM 시스템의 신호, 또는 주사 라인수가 더 많은 기타 다른 TV 신호(예컨대 MUSE 시스템과 같은 고품격 T

V의 신호)를 채택할 수 있다.

이제, 도 16과 17을 참조로 전술한 사다리형 전자원과 화상 형성 장치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6은 사다리형 구성의 전자원을 구체화한 개략도이다. 도 16에서, 도면 부호 160은 전자원 기판, 161은 전자 방출

소자를 표시한다. 도면 부호 162는 전자 방출 소자(161)를 연결하기 위한 외부 단자로서 인출되는 공통 와이어(D1 

내지 D10)를 표시한다. 전자 방출 소자(161)는 기판(160)상의 x 방향에서 병렬로 다수개(소자 라인이라고 함) 배치

된다. 소자 라인은 다수개 배치되어 전자원을 구성한다. 소자 라인들은 구동 전압을 공통 와이어에 인가함으로써 독

립적으로 구동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자 방출을 위한 임계치 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전자빔을 방출할 소

자 라인에 인가되고, 전자 방출을 위한 임계치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전자빔을 방출하지 않을 소자 라인에 인가된다. 

소자 라인들 중에서 공통 라인(D2 내지 D9)의 예컨대 D2와 D3는 일체화되어 단일 와이어로 될 수 있다.

도 17은 사다리형 구성의 전자원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의 패널 구조를 예시하는 개략도이다. 도면 부호 170은 

그리드 전극, 171은 전자가 통과하는 개구부, D1 내지 Dm은 케이싱의 외부 단자, G1 내지 Gn은 그리드 전극(170)에

연결된 케이싱의 외부 단자를 표시한다. 도면 부호 160은 소자 라인들 사이에 공통 와이어가 집적되어 있는 전자원 

기판을 표시한다. 도 17에서 도 13과 도 16에 도시된 부재와 동일한 부재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와 기호를 표

시한다. 편의상 도전막(14)과 도전막(15)은 생략된다. 도 13에 도시된 단순한 매트릭스 구성의 화상 형성 장치와는 

달리, 도 17에 도시된 화상 형성 장치는 전자원 기판(160)과 면판(136) 사이에 배치된 그리드 전극(170)을 포함한다.

도 17에서, 그리드 전극(170)은 기판(160)과 면판(136) 사이에 배치된다. 그리드 전극(170)은 전자 방출 소자(161)

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을 변조하는 기능을 하며, 사다리형 구성의 소자 라인에 수직으로 배치된 스트립 형태의 전극 

내에 원형으로 형성되어 전자빔을 통과시키는 개구부(171)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각 소자에 대해 하나의 개구부(17

1)가 있다. 그리드 전극의 형태와 구성은 도 17에 도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많은 메시형 통과 홀을 개구

부로 형성하여 전자 방출 소자 주위에 또는 부근에 그리드 전극을 배치할 수 있다.

케이싱의 외부 단자(D1 내지 Dm, G1 내지 Gn)는 제어 회로(미도시)에 접속된 다. 화상 라인에 대한 변조 신호는 소

자 라인의 순차적 주사와 동기하여 라인 단위로 그리드 전극의 행에 동시에 인가된다. 따라서 화상 형성 장치는 각 전

자빔을 가지고 형광 물질을 조사하는 것을 제어함으로써 라인 단위로 화상 라인을 표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술한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는 TV 방송, TV 회의 시스템 또는 컴퓨터용 디스플레이 장치 뿐

만 아니라 감광 드럼 등을 이용하는 광 프린터로서 구성된 화상 형성 장치로서 이용가능하다.

도 18은 여러 가지 화상 데이터 소오스, 예컨대 TV 방송국으로부터 공급된 화상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의 일례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8에서, 도면 부호 1700은 디스플레이 패널, 1701은 디스플레이 패널용 구동 회로, 1702는 디스플레이 제어기, 1

703은 멀티플렉서, 1704는 디코더, 1705는 입/출력 인터페이스 회로, 1706은 CPU, 1707은 화상 생성 회로, 1708 

내지 1710은 화상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 1711은 화상 입력 인터페이스 회로, 1712와 1713은 TV 신호 수신 회로,

그리고 1714는 입력 장치이다.

화상 형성 장치가 예컨대 화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포함하는 TV 신호와 같은 신호를 수신하면, 당연히 화상을 표

시하면서 음성을 재생하나, 본 발명의 특징에 집적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음성 데이터의 수신, 분리, 재생, 처리, 저장

에 관련된 회로들과 확성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다.

이제, 화상 신호의 흐름 순서에서의 회로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TV 신호 수신 회로(1713)는 예컨대 무선 통신 시스템이나 공간 광 통신 시스템과 같은 무선 전송 시스템을 통

해 전송된 TV 신호를 수신하는 회로이다. 수신될 TV 신호의 시스템은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NTSC 

시스템, PAL 시스템 또는 SECAM 시스템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더 많은 주사 라인으로 구성된 TV 신호, 예컨대 MU

SE 시스템의 신호와 같은 소위 고품격 TV 신호는 큰 면적과 많은 화소를 갖는데 적합한 디스플레이 패널의 장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V 신호 수신 회로(1713)에 의해 수신된 TV 신호는 디코더(1704)로 출력된다.

더욱이, TV 신호 수신 회로(1712)는 동축 케이블이나 광파이버와 같은 유선 링크 전송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TV 신

호를 수신하는 회로이다. TV 신호 수신 회로(1713)와 마찬가지로, TV 신호 수신 회로(1712)는 수신될 TV 신호의 

시스템을 한정하지 않으며, TV 신호 수신 회로(1712)에 의해 수신된 TV 신호도 디코더(1704)로 출력된다.

화상 입력 인터페이스 회로(1711)는 TV 카메라나 화상 판독 스캐너와 같은 화상 입력 장치로부터 공급된 화상 신호

를 취하는 회로로서, 이 인터페이스 회로에 의해 취해진 화상 신호는 디코더(1704)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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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1710)는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이하, "VTR"이라 함)에 저장된 화상 신호를 취하는 회

로로서, 이 회로에 의해 취해진 화상 신호는 디코더(1704)로 출력된다.

화상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1709)는 비디오 디스크에 저장된 화상 신호를 취하는 회로로서, 이 회로에 의해 취해진

화상 신호는 디코더(1704)로 출력된다.

화상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1708)는 스틸 화상 디스크와 같은 스틸 화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로부터의 화상 신

호를 취하는 회로로서, 이 회로에 의해 취해진 스틸 화상 데이터는 디코더(1704)로 출력된다.

입/출력 인터페이스 회로(1705)는 화상 형성 장치를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프린터와 같은 외부 출력 장치에 

연결시키는 회로이다. 이 회로는 화상 데이터 및 문자/그림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으며, 화상 형성 장치의 CPU(17

06)와 외부 장치 간의 제어 신호와 수치 데이터의 입출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화상 생성 회로(1707)는 입/출력 인터페이스 회로(1705)를 통해 외부로부터 입력된 화상 데이터 및 문자/그림 데이

터와 CPU(1706)로부터 출력된 화상 데이터 및 문자/그림 데이터에 기초하여 표시될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회로이

다. 화상 생성 회로(1707)에는 화상 데이터와 문자/그림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재기록가능 메모리, 문자 코드에 대

응하는 화상 패턴을 저장하기 위한 판독 전용 메모리, 및 화상 처리를 위한 프로세서와 같은 화상 생성에 필요한 회로

를 내장한다.

이 회로에 의해 생성된 표시될 화상 데이터는 디코더(1704)로 출력되고, 특정한 경우에 전술한 입/출력 인터페이스 

회로(1705)를 통해 외부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프린터로 출력될 수 있다.

CPU(1706)는 주로 화상 표시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며, 표시될 화상의 생성, 선택, 및 편집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한다

.

예컨대, CPU(1706)는 제어 신호를 멀티플렉서(1703)로 출력하고, 디스플레이 패널상에 표시될 화상 신호들을 적절

히 선택하여 조합한다. 이 단계에서, CPU(1706)는 표시될 화상 신호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패널 제어기(1702)를 위

한 제어 신호를 발생시켜, 스크린 디스플레이 주파수, 주사 모드(예컨대, 비월 또는 무비월(non-interlace)), 및 한 스

크린 상의 주사 라인수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의 동작을 적절히 제어한다. 더욱이, CPU(1706)는 화상 데이터와 문

자/그림 데이터를 화상 생성 회로(1707)로 직접 출력하며, 입/출력 인터페이스 회로(1705)를 통해 외부 컴퓨터 또는 

메모리에 접근하여 화상 데이터 및 문자/그림 데이터를 입력한다.

또한, CPU(1706)는 다른 목적을 위한 작업에 관계할 수도 있다. 예컨대, 개인용 컴퓨터나 워드프로세서와 같은 데이

터 발생 기능과 데이터 처리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 아니면, CPU(1706)는 예컨대 외부 장비와 협력하여 

수치 계산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입/출력 인터페이스 회로(1705)를 통해 외부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될 수 있다

.

사용자는 입력 장치(1714)를 조작하여 CPU(1706)내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입력 장치(1714)로는 예

컨대 키보드와 마우스뿐만 아니라 조이스틱, 바 코드 판독기, 및 음성 인식기와 같은 여러 가지 입력 기기가 이용될 수

있다.

디코더(1704)는 전술한 화상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1707)로부터 입력된 여러 가지 화상 신호를 삼원색 신호 또는 

휘도 신호, 즉 I 신호와 Q 신호로 역변환시키는 회로이다. 디코더(1704)는 도 18에서의 쇄선으로 표시된 화상 메모리

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상 메모리는 역변환용 화상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MUSE 시스템의 신호와 같은 TV 

신호를 처리하도록 배치된다. 더욱이, 화상 메모리는 스틸 화상의 표시를 용이하게 한다. 화상 메모리는 화상 생성 회

로(1707)와 CPU(1706)와 협력하여 화상 편집은 물론 화상의 생략, 보충, 확장, 수축, 및 합성과 같은 화상 처리와 편

집을 용이하게 수행하게 하는 장점을 제공한다.

멀티플렉서(1703)는 CPU(1706)로부터 입력된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표시될 화상을 적절히 선택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멀티플렉서(1703)는 디코더(1704)로부터 입력된 역변환된 화상 신호 중에서 원하는 화상 신호를 선택하여

이 선택된 화상 신호를 구동 회로(1701)로 출력한다. 이 단계에서, 멀티플렉서(1703)는 스크린이 여러 영역으로 분할

되어 소위 멀티 스크린 TV상의 영역과 같은 영역에 여러 가지 다른 화상이 표시되도록 한 장면에 대한 표시 시간내에

화상 신호를 절환하면서 화상 신호를 선택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패널 제어기(1702)는 전술한 CPU(1706)로부터 입력된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구동 회로(1701)의 동작을

제어하는 회로이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기본 동작과 관련하여, 예컨대 디스플레이 패널용 구동 전원(미도시)의 동작 순서를 제어하는 신

호가 구동 회로(1701)로 출력된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방법과 관련하여, 예컨대 스크린 디스플레이 주파수와 주

사 모드(예컨대, 비월 또는 무비월)를 제어하는 신호가 구동 회로(1701)로 출력된다. 더욱이, 표시될 화상의 휘도, 색

조 또는 콘트라스트 등과 같은 화질의 조정에 관련된 제어 신호는 구동 회로(1701)로 출력될 수 있다.

구동 회로(1701)은 디스플레이 패널(1700)에 인가될 구동 신호를 발생시키는 회로이며, 상술한 멀티플렉서(1703)으

로부터의 화상 신호 입력과 상술한 디스플레이 패널 제어기(1702)으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동작한다.

상술한 기능을 갖는 회로와 더불어, 도 18에 도시된 구성을 갖는 화상 형성 장치는 다양한 화상 데이타 소스로부터의 

화상 데이타를 디스플레이 패널(1700) 상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TV 방송과 같은 다양한 종류

의 화상 신호는 디코더에 의해 역으로 변환되고 멀티플렉서(1703)에 의해 적절히 선택되어 구동 회로(1701)에 입력

된다. 반면, 디스플레이 제어기(1702)는 디스플레이될 화상 신호에 따라 구동 회로(1701)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신

호를 발생시킨다. 구동 회로(1701)은 상술한 화상 신호와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구동 신호를 디스플레이 패널(1700)

에 인가한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패널은 화상을 디스플레이한다. 이들 일련의 동작은 CPU(1706)에 의해 집단적으로

제어된다.

화상-형성 장치는 디코더(1704)에 내장된 화상 메모리 내의 선택된 데이타와 상술한 화상 발생 회로(1707)로부터의

데이타를 디스플레이할 뿐만 아니라, 화상의 합성, 소거, 연결, 교환 및 최적화를 비롯하여 디스플레이될 화상 정보에 



등록특허  10-0424032

- 15 -

대해 확장, 축소, 회전, 이동, 가장자리 강조, 생략, 보충, 색상 변환, 화상의 종횡비 변환도 수행한다. 나아가, 음성 데

이타의 배타적인 처리 및 편집을 위한 회로는 화상 데이타 및 화상 편집과 비슷하게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화상 형성 장치는 TV 방송을 위한 디스플레이 응용, TV 회의용 단말 응용, 정지 화상 및 동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화상 편집 응용, 컴퓨터용 단말 응용,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비지니스 응용 및 게임 응용과 같은 집합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 및 공중 복지용으로 광범위하게 응용가능하다.

도 18은 화상 형성 장치가 전자빔 소스와 같은 전자 방출 소자로 구성된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만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는 도 18에 도시된 것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 18에서 도시된 구성 요소들 중에서 사용 용도와 관련없는 요소는 생략가능하다. 역으로, 사용 용도에 

따라 추가 요소가 더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상 형성 장치가 TV 전화로서 사용되는 때에, TV 카메라, 음성 

마이크로폰, 일루미네이터 및 모뎀을 포함하는 트랜셉션 회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 소스와 같은 전자 방출 소자를 사용하는 화상 형성 장치는 얇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가능하게하고 화상 형성 장

치의 깊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전자빔과 같은 전자 방출 소자를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패널은 큰 스크린, 고휘도

및 큰 가시각을 가질 수 있어, 화상 형성 장치가 가시성이 높고 품격 높은 화상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예 1]

도 1A 및 도 1B에 도시된 구성을 갖는 전자 방출 소자가 본 발명의 예 1로서제조되었다. 예1은 도 1a 및 1b와 2a 내

지 2d를 참조하여 기술될 것이다. 실리카 글래스가 기판(11)로서 사용되었고, Pt는 습도 및 산화에 대한 안정성을 고

려하여 소자 전극의 재료로서 사용되었다. 나아가, 도전막(14)의 두께는 소자 전극(12 및 13)간의 저항값을 고려하여

30nm로 설정되었다. 예1에서, L은 20㎛, W는 100㎛, 막두께 d는 10 nm였다.

전극(12 및 13)이 배치된 기판을 유기 Pd 용액(Okuno 화학 회사에 의한 "ccp-4230)으로 코팅하여 전기 도전막(14)

을 형성하여 유기금속막을 형성하였다. 하소(calcination)을 위해 막을 가열하였으며, 이 막을 패터닝하였다.(도 2a 및

2b)

그 다음, 도 3에 도시된 펄스 높이가 일정한 삼각파 펄스가 반복적으로 인가되었다. 도 3에 도시된 펄스폭 T1과 펄스 

간격 T2는 각각 10μsec 및 1msec로 설정되었으며, 삼각파의 진폭은 10V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600초동

안 펄스 전압을 인가하여 제2 갭(16)이 형성되었다.(도 2c)

그 다음, 상술한 장치는 활성화(activation) 처리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치가 형성된 기판이 도 4에 도시된 장

치에 놓여졌고, 이온 펌프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진공화되어 1×10 -5 Pa을 유지하는 진공 공간에 유기 물질 개스로서

아세톤이 도입되었다. 제2 갭을 형성하는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 삼각파 펄스를 사용하여 전극(12, 13)에 전압이 인가

되었으며, 20kV의 가속 전압에서 전자빔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삼각파 펄스의 펄스폭, 펄스 간격, 및 펄스 높이는 각

각 1 msec, 10 msec, 15V로 설정되었다.

활성화 처리, 즉, 탄소막(15)의 형성 단계는 선정된 전류 If에 도달할 때까지 수행되었다. 얻어진 장치의 전송 전자 마

이크로카피(transmission electron microcopy)는 갭(17) 부근에서 50nm의 막 두께를 보였다. 또한, 탄소막(15)는 

도 2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간에 끼워진 제1 갭과 서로 대향하고 있다. 나아가, 제1 갭(17)은 제2 갭(16)보다 좁았으

며, 제2 갭(16) 내에 배치되었다. 또한, 라만 스펙트로스카피는 탄소막(15)가 흑연 구조를 포함하였으며, 높은 결정성

을 가졌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프로브와 접촉하는 샘플의 전기 전도도 분포가 측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원자간력 현미경 프로브를 갖는 

원자간력/터널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 높은 저항을 갖는 어떠한 영역도 탄소막(15) 내에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

졌다. 또한, 프로브는 측정동안에 전기 도전막(14)와 접촉하도록 유지되었다. 프로브로부터 전기 도전막(14)으로의 

방향에 있어서의(in a direction from the probe to the electrically conductive film 14) 탄소막(15)의 비저항 값은 

0.001Ωm보다 크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 값과 전자 조사없이 형성된 탄소막(15)의 비교 결과, 한 장소를 넘어서는

변동을 보였다.

상술한 장치 기판은 도 5에 도시된 측정 장치에 놓여졌으며, 그 전자 방출 효율은, 애노드와 전자방출 장치간의 거리 

H가 2mm로 설정된 채 애노드에 1kV의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측정되었다.

우선, 탄소나 탄소 합성물이 새로이 피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공 용기(55)로부터 유기 물질 개스가 배기되었다.

장치로부터 유출되는 오일이 장치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진공 용기(55)를 진공화시키는 

진공 장치(56)으로서 수착 펌프(sorption pump)가 사용되었다. 진공 용기(55) 내의 유기 성분의 부분압은 탄소나 탄

소 합성물이 거의 새로이 피착되지 않는 1×10 -8 Pa로 조절되었다. 이 단계에서, 진공 용기의 내벽과 전자 방출 소자

에 의해 흡수된 유기 물질의 분자를 배기(exhaust)하기 위해 진공 용기는 200℃보다 낮지 않은 온도로 가열되었다.

그 결과,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장치 전류 If와 방출 전류 Ie간의 관계가얻어졌다. 나아가, 전자 방출 효율 η는, Vf 

및 Va가 각각 15V와 1kV로 고정되었을 때 If에 대한 Ie의 비율로서 정의되었으며, 시간에 따른 η의 변동은 전자가 

방출되는 상태에서 측정되었다.

그 결과, 초기 전자 방출 효율은 0.05%이상 향상되었다. 또한, 시간에 따른 η의 변동은 종래 기술에 의해 제조된 전

자 방출 소자에 비해 상당히 억제되었다. 종래 장치는 초기 η가 0.1%인 경우에 η의 향상은 0.01%/1000h(h는 시간)

의 비율로 향상된 반면,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전자 방출 소자는 η의 변동율을 1/5 이하로 억제하였다.

(예 2)

본 발명의 예2로서, 도 7a 및 7b에 도시된 구성을 갖는 전자 소스가 도 9a 및 9b에 도시된 활성화 단계를 통해 제조되

었다.

예 2에서, 기본적인 구성, 재료, 및 방법은 예1과 동일하나, L1, W, 및 전극의 막 두께는 각각 5㎛, 100㎛, 및 10㎚로 

설정되었다. 또한, 공통 소자 전극의 폭 L2는 5㎛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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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방출 영역의 형성 이전에 전자 방출 소자가 예1에 도시된 단계와 유사한 단계를 통해 형성되었다. 그 다음, 공통 

전극이 접지된 채 소자 전극(73 및 74)의 양단에 도 8a 및 8b에 도시된 펄스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활성화 처리가 수

행되었다. 예 2에서, 유기 물질로서 아세톤이 도입되어 1×10 -5 Pa로 유지되었다. 펄스 폭 T1, 펄스 전압 및 펄스 간

격 t2는 각각 1 msec, 15 V, 및 200 msec로 설정되었다. 전기 도전막(76 및 78)의 형성은 장치 전류 If가 선정된 레

벨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렇게 얻어진 장치의 전송 전자 마이크로카피는, 전자 방출 영역을 형성하는 제1 갭(17) 부근에서 탄소막이 50nm의

두께를 가짐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얻어진 전자 방출 소자의 전송 마이크로카피 및 라만 스펙트로카피에 의한 관찰 

결과, 탄소막(76 및 78)은 흑연구조 및 높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현미경이 샘플의 전기 전도도 분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예 1에서와 같이 전기적으로 도전되도록 만들어진 프로

브를 갖는 원자간력/터널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 탄소막(76 및 78) 내에는 높은 저항을 갖는 어떠한 영역도 존재

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또한, 프로브로부터 전기 도전막(14)으로의 방향에 있어서의(in a direction from the probe t

o the electrically conductive film 14) 탄소막(15)의 비저항 값은 0.0001 Ωm를 넘지 않았다. 탄소막이 전자 조사

없이 형성된 경우에 측정된 값과 비교해, 이 값은 2개 장소를 넘는 변동을 보였다.

상술한 방법으로 형성된 전자 방출 소자가 도 5에 도시된 측정 장치 내에 놓여지고 그 전자 방출 효율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구동은 전자 방출 영역 상에만 이루어졌다. 전자들이 항상 공통 소자 전극을 향하여 방출되도록 공통 소자 전

극은 높은 전위로 설정되었다. 전자 방출 효율 η를 If에 대한 Ie의 비율로서 정의하고, Vf 및 Va가 각각 15V 및 1 kV

로 각각 고정시킨채 전자가 방출되는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η의 변동이 측정되었다.

그 결과, 초기 전자 방출 효율은 0.1%이상 향상되었다. 나아가, 전자 방출 소자는 종래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전자 방출

소자에 비해 η의 시간에 따른 변동을 상당히 억제하였다. 초기 η가 0.1%인 경우에 종래의 장치는 0.01%/1000h(h

는 시간)의 비율로 η의 향상을 보인 반면,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전자 방출 소자는 변동률 η를 1/10이하로 

억제하였다.

(예 3)

예 3에서, 도 21a 및 21b에 도시된 구성을 갖는 전자 방출 소자가 제조되었다. 예 3은 도 21a, 21b, 22a, 22b, 및 23

를 참조하여 기술될 것이다. 기판(11)로서 수정이 사용되었으며, 습기 및 산화에 대한 안정을 고려하여 소자 전극(12 

및 13)을 위한 재료로서 Pt가 사용되었다.

그 다음,장치 상에 활성화 공정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자 전극(12 및 13)이 형성된 기판이 도 23에 도시된 장치 내에 놓여졌고, 진공 펌프 등으로 충

분히 진공화되어 1×10 -5 Pa로 유지된 진공속으로 유기 물질 개스로서 아세톤이 도입되었으며, 도 8a에 도시된 펄

스가 전극(12 및 13)에 인가되었다. 도 8a에 도시된 T1과 T2는 각각 1 msec 및 10 msec로 설정되었다. 동시에, 기

판은, 2kV로 설정된 가속 전압에 의한 전자빔을 조사받았다.

장치 전류 If가 선정된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탄소막(15)를 형성하는 단계가 수행되었다. 이렇게 얻어진 장치의 전송 

전자 마이크로카피에 의한 관찰 결과, 소자 전극(12 및 13) 사이에 도(21a 및 21b)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제1 갭(17)이 

형성되었으며, 전극(12 및 13)에 걸쳐 탄소막(15)가 연속적으로 형성되었다. 갭(17)은 전극(12 및 13) 사이의 중간 

부근에 위치하였다. 나아가, 라만 스펙트로스카피에 의한 관찰 결과, 탄소막(15)는 흑연층 구조와 고도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전자 방출 소자가 도 5에 도시된 측정 장치 내에 놓여졌고, 애노드 전압을 1kV로 유지하고 애노드와 전자 방출 소자 

사이의 거리 H를 2mm로 설정한 채, 그 전자 방출 효율은 측정되었다.

우선, 탄소 또는 탄소 합성물이 새로이 피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공 용기로부터 유기 물질이 배기되었다. 장치

의 특성이 장치로부터 유출되는 오일에 의해 영향받지 않도록,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수착 펌프가 진공 용기(65)를 진

공화시키기 위한 진공 장치(66)으로서 사용되었다. 진공 용기(65) 내의 유기 합성물의 부분압은 탄소 또는 탄소 합성

물이 새로이 피착되지 않는 레벨로 조절되었다. 이 단계에서, 진공 용기의 내벽 또는 전자 방출 소자에 의해 흡수된 유

기 물질의 분자들의 배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진공 용기는 200 ℃이상으로 가열되었다.

그 결과, 도 6에 도시된 장치 전류 If와 방출 전류 Ie간의 관계가 얻어졌다. 초기값을 각각 If, Ie, η라하고 If에 대한 I

e의 비율을 전자 방출 효율 η로 정의할 때, Vf 및 Va를 각각 15V 및 1 kV로 고정한채 전자가 방출되는 상태에서 시

간에 따른 초기값의 변동이 측정되었다.

(예 4)

예 4에서, 도 13에 도시된 화상 형성 장치(138)가 예 3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제조되었다. 또한, 기판(121)은 후면판(

131)으로도 역할을 한다.

우선, 500쌍의 소자 전극(12 및 13)과 100개 쌍의 소자 전극(12 및 13)이 유리 기판(121) 상에 옵셋 프린팅 기법으

로 각각 X 방향 및 Y 방향으로 형성되었다.(도 24a) 후속해서, 전극(121)에 접속될 500개의 와이어(122)가 스크린 

프린팅 방법에 의해 X 방향으로 형성되었다(도 24b) 100개의 절연층(124)가 스크린 프린팅 방법에 의해 X 방향과 실

질적으로 수직하게 형성되었다.(도 24c) 1000개의 와이어가 절연층(124) 상에 Y 방향으로 형성되어 전극(13)에 접

속되었다(도 25d) 예 3에서와 같이, 소자 전극(12 및 13) 사이의 부분을 전자 방출 수단(51)로부터의 DC 전압과 같은

전자빔으로 조사하면서 소자 전극(12 및 13) 양단에 전압을 인가하여 탄소막(15)이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형성

되었다.(도 25e 및 23) 상술한 공정을 통해 전자 소스가 형성되었다.

후속해서, 도 14a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상 형성 부재로서의 형광 물질이 배치되어 있는 전면판(136) 상에 전자 소스

가 위치되었다. 예비 배치 결합 부재를 갖는 외측 프레임(132)가 전자 소스와 전면판 사이에 배치되어 진공하에 프레

임을 가열 및 프레싱함으로써 밀봉하였다.

화상 형성 장치(138)이 상술한 공정을 통해 제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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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형성 장치가 도 15에 도시된 구동 회로에 접속되어 구동될 때, 장시간 동안 일정하게 안정하며 높은 휘도를 갖는

화상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었다.

(예 5)

예 5에서, 도 13에 도시된 화상 형성 장치(138)이 예1의 방법에 따라 제조되었다. 또한, 예 5에서, 기판(121)은 후면

판(131)로서의 역할도 한다.

우선, 500쌍의 소자 전극(12 및 13)과 1000쌍의 소자 전극(12 및 13)이 옵셋 프린팅 방법에 의해 유리 기판(121) 상

에 각각 X 및 Y 방향으로 형성되었다.(도 24a) 후속해서, 전극(122)에 접속될 500개의 와이어(122)가 스크린 프린팅

방법에 의해 X 방향으로 형성되었다.(도 24b) 1000개의 절연층(124)가 스크린 프린팅 방법에 의해 X 방향과 실질적

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되었다(도 24c) 1000개의 와이어(123)이 절연층(124) 상에 Y 방향으로 형성되어 전극(13

)에 접속되었다.(도 26d). 잉크젯 방법에 의해 소자 전극(12 및 13) 사이에는 전기 도전막(14)가 형성되었다.(도 26e)

예 1에서와 같이, 형성 단계에서 소자 전극(12 및 13)에 전압을 가하여 소자 전극(12 및 13) 사이의 부분에 갭(16)이 

형성되었다.(도 26f) 소자 전극(12 및 13) 사이의 부분에 전자 방출 수단(51)로부터의 DC 전압과 같은 전자빔을 조사

하면서 소자 전극(12 및 13)에 전압을 인가하여 도 2a 내지 2d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탄소막(150가 형성되었다.

전자빔 소스가 상술한 공정을 통해 제조되었다.

후속해서, 전자빔은, 도 14a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상 형성 부재로서의 형광 물질이 배치되어 있는 전면판(136)에 위

치하였으며, 예비 배치를 갖는 외측 프레임(132)가 전자 소스 및 전면판 사이에 배치되었고 진공하에서, 프레임을 가

열 및 프레싱하여 밀봉하였다.

화상 형성 장치(138)이 상술한 절차에 따라 제조되었다.

발명의 효과

화상 형성 장치가 도15에 도시된 구동 회로에 접속되어 구동될 때, 장치는 장시간동안 안정된 고휘도의 균일 화상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전자 방출 소자의 제조 방법은 낮은 저항을 가지며 높은 균일성을 갖는 탄소막을 형성할 수 있

는데, 이는 본 발명의 방법이 주성분으로서 탄소를 갖는 탄소막을 충분한 전자로 조사하면서 형성할 수 있도록 허용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은 초기 전자 방출 효율을 향상시키며, 구동중에 전자 방출 영역으로

부터 방출된 전자로 탄소막을 조사할 때에도 탄소막의 물리적 특성이 열화되는 것을 제한하여, 전자 방출 효율의 변

동이 없는 전자 방출 소자를 제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본 발명은 안정적이고 균일하며 높은 전자 방출 효율을 갖는 전자 소스의 제공과, 이 전자 소스를 사용한 고

휘도의 신뢰성있는 화상 형성 장치를 제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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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제1 도전성막과,

상기 제1 도전성막과 갭을 두고서 배치된 제2 도전성막과,

상기 제1 도전성막의 일부를 덮도록 배치되어 전자를 방출하는 탄소막을 포함하는 전자 방출 소자에 있어서,

원자간력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의 도전성 프로브를 상기 탄소막의 상기 제1 도전성막 상에 위치

하는 부분에 접촉시켜서 측정을 행했을 때, 상기 프로브로부터 상기 제1 도전성막으로의 방향에 있어서의 상기 탄소

막의 비저항이 0.001Ω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 소자.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막은, 비정질 구조 및/또는 그래파이트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 소자.

청구항 22.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막은,

그 일부에 갭을 가지고 있고,

상기 제1 도전성막은, 상기 탄소막의 한 쪽 단부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제2 도전성막은, 상기 탄소막의 다른 쪽 단부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 소자.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막의 한 쪽 단부는, 상기 제1 도전성막을 개재하여 제1 전극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탄소

막의 다른 쪽 단부는, 상기 제2 도전성막을 개재하여 제2 전극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 소자.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갭은 상기 제1 도전성막과 상기 제2 도전성막 사이에 배치되어 있고,

상기 탄소막은 상기 제1 도전성막과 상기 제2 도전성막 사이, 및, 상기 제1 도전성막 상 및 상기 제2 도전성막 상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 소자.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도전성막의 저항값이, 1×1O 2 ∼1×10 7 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 

소자.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전극의 재료가 P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방출 소자.

청구항 27.
복수의 전자 방출 소자를 갖는 전자원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소자는 제14항 및 제21항 내지 제26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전자 방출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원.

청구항 28.
전자원과, 화상 형성부재를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자원은 제27항에 기재된 전자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형성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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