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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칩형 전기 소자 및 이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모듈

(57) 요약

본 발명은 도전물과의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칩형 전기 소자 및 이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모듈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칩형 전기 소자는 몸체와; 상기 몸체와 결합하여 상기 몸체와 회로 기판의 패드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전

극쌍과; 상기 전극 및 몸체의 상면을 덮는 절연막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몸체와;

상기 몸체와 결합하여 상기 몸체와 회로 기판의 패드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전극쌍과;

상기 전극 및 몸체의 상면을 덮는 절연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형 전기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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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쌍은 2개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형 전기 소자.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와 절연물은 일체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형 전기 소자.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액정 표시 패널과;

상기 액정 표시 패널과 필름 등을 통해 접속된 인쇄 회로 기판과;

상기 액정 표시 패널의 일부를 감싸는 도전 구조물과;

상기 인쇄 회로 기판에 실장되는 상기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의 칩형 전기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액정 표시 모듈.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기 소자 및 이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모듈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도전물과의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칩형

전기 소자 및 이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모듈에 관한 것이다.

전자 기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에 대한 요규가 점점 증대함에 따라 회로 기판의 배선 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칩 형상의 전기

소자가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전기 소자는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칩 저항, 칩 페라이트 비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 MLCC)는 유전체층과 내부전극을 소형 박막으로 다층화한 칩 타

입의 캐패시터이고, 칩 저항(Chip Resistor)은 표면실장을 위한 박형의 소형 저항이며, 칩 비드(Chip Bead)는 전자기기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면실장형 인덕터이다.

도 1은 종래의 칩형 전기 소자(14)가 솔더(20)를 통해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rcuit Board)(10)의 패드(12)와 접속되도

록 실장된 모습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종래의 칩형 전기 소자는 몸체(16) 양단으로 도전체로 이루어진 전극

(18)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전극(18)의 상면이 노출되어 있어 소자의 상부에 위치한 외부 도전 구조물(22)과 단락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액정 표시 패널과 연결되는 인쇄 회로 기판 상에 칩형 전기 소자가 실장되는 경우 액정 표시

패널을 감싸는 탑 샤시 또는 바텀샤시 등과 상기 칩형 전기소자간의 직접적인 접촉 또는 납볼 등의 금속 이물을 통한 간접

적인 접촉에 의해 상호 단락이 발생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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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도전구조물과의 단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칩형 전기 소자 및 이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모듈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칩형 전기 소자는 몸체와; 상기 몸체와 결합하여 상기 몸체와 회로 기판의

패드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전극쌍과; 상기 전극 및 몸체의 상면을 덮는 절연막을 포함한다.

상기 전극쌍은 2개 이상이며, 상기 몸체와 절연물은 일체형으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모듈은 액정 표시 패널과; 상기 액정 표시 패널과 필름 등을 통해

접속된 인쇄 회로 기판과; 상기 액정 표시 패널의 일부를 감싸는 도전 구조물과; 상기 인쇄 회로 기판에 실장되는 상술한

칩형 전기 소자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 외에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특징들은 첨부도면을 참조한 실시 예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칩형 전기 소자의 제1 실시예인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40)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본 실시예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40)는 소정간격으로 이격된 제1 및 제2 전극(144,146)과, 제1 및 제2 전극(144,146)

사이에 형성되는 몸체(142)와, 상기 제1 및 제2 전극(144,146)과 상기 몸체(142)를 덮는 절연막(164)으로 구성된다.

제1 및 제2 전극(144,146)은 은(Ag), 구리(Cu), 니켈(Ni), 알루미늄(Al) 등의 도전물질로 형성되며 커패시터의 용량값은

전극(144,146)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몸체(142)는 얇은 층상의 세라믹 유전물질과 내부전극이 반복 적층되어 형성되는 유전체층이며, 세라믹 유전물질의 유전

율과 두께는 캐패시터의 용량값을 결정한다.

절연막(164)은 절연물질로 이루어지며 바람직하게는 몸체(142)를 이루는 세라믹재질로 형성된다.

절연막(164)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몸체(142)와 일체형으로 형성될 수 있다.

절연막(164)은 상기 제1 및 제2 전극(144,146)의 상면을 덮어 외부 도전구조물과의 단락을 방지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칩형 전기 소자의 제2 실시예인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어레이(150)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본 실시예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어레이(150)는 예를 들어 3개의 세라믹 캐패시터(140a,140b,140c)가 일체형으로 병

렬결합되어 있는 구조이다. 여기서, 세라믹 캐패시터 어레이(150)에 포함된 세라믹 캐패시터의 개수는 3개로 한정짓는 것

은 아니다.

제1 캐패시터(140a)는 소정간격으로 이격된 제1 및 제2 전극(152a,152b)과, 제1 및 제2 전극(152a,152b) 사이에 형성되

는 몸체(142)와, 제1 및 제2 전극(152a,152b)과 몸체(142)를 덮도록 형성된 절연막(164)으로 구성된다.

제2 캐패시터(140b)는 소정간격으로 이격된 제3 및 제4 전극(152c,152d)과, 제3 및 제4 전극(152c,152d) 사이에 형성되

는 몸체(142)와, 제3 및 제4 전극(152c,153d)과 몸체(142)를 덮도록 형성된 절연막(164)으로 구성된다.

제3 캐패시터(140c)는 소정간격으로 이격된 제5 및 제6 전극(152e,152f)과, 상기 제5 및 제6 전극(152e,152f) 사이에 형

성되는 몸체(142)와, 제5 및 제6 전극(152e,152f)과 몸체(142)를 덮도록 형성된 절연막(164)으로 구성된다.

이하 상기 제1 내지 제6 전극(152a,152b,152c,152d,152e,152f)과 상기 몸체(142) 및 상기 절연막(164)의 구성과 역할

은 상술한 제1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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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칩형 전기 소자의 제3 실시 예인 칩 저항(180)의 단면을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5는 상기 칩 저항

(180)이 인쇄 회로 기판(166) 상에 설치된 모습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의 칩 저항(180)은 몸체(181)와, 몸체(181)의 양측에 형성되는 제1 및 제2 전극(184,186)과, 몸체(181)와 제1

및 제2 전극(184,186)을 덮는 절연막(178)으로 구성된다.

상기 몸체(181)는 절연물질로 이루어진 세라믹 기판(188)과, 산화루티니움(RuO2) 등의 저항물질로 이루어진 저항체

(182)로 구성되며, 저항체(182)는 세라믹 기판(188) 상에서 제1 및 제2 전극(184,186)과 접속된다.

제1 및 제2 전극(184,186)은 은(Ag), 구리(Cu), 니켈(Ni), 알루미늄(Al) 등의 금속으로 형성되며,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쇄 회로 기판(166) 상에 형성된 패드(174)와 접속된다.

절연막(178)은 유리 등의 절연물질로 이루어지며 저항체(182)와 제1 및 제2 전극(184,186)의 상면에 코팅된다. 따라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및 제2 전극(184,186)과 칩 저항(180)의 상부에 위치한 외부 도전 구조물(176)과의 단락이

방지된다.

다수개의 칩 저항(180)이 일체화된 칩 저항 어레이에도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칩형 전기 소자의 제4 실시예인 칩 페라이트 비드(190)의 단면을 도시한 것이며, 도 7은 상기 칩 페

라이트 비드(190)가 인쇄 회로 기판상에 실장된 것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의 칩 페라이트 비드는 몸체(191)와, 몸체(191)의 양측에 형성되는 제1 및 제2 전극(194,196)과, 몸체(191)와

제1 및 제2 전극(194,196)을 덮는 절연막(192)으로 구성된다.

몸체(191)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페라이트(193)와 페라이트(193)를 관통하는 도전 권선(195)으로 이루어져 도전 권

선(195)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한다.

제1 및 제2 전극(194,196)은 은(Ag), 구리(Cu), 니켈(Ni), 알루미늄(Al) 등의 금속으로 형성되며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쇄 회로 기판 상(166)에 형성된 패드(174) 등과 접속된다.

절연막(192)은 절연물질로 이루어져 몸체(181)와 제1 및 제2 전극(194,196)의 상면을 덮는다. 따라서 제1 및 제2 전극

(194,196)과 칩 페라이트 비드(190)의 상부에 위치한 외부 도전 구조물(176)과의 단락이 방지된다.

다수개의 칩 페라이트 비드(190)가 일체화된 칩 페라이트 비드 어레이에도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기타, 몸체를 중심으로 상면이 노출된 외부전극이 결합하는 형태의 모든 칩형 전기 소자에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다.

이하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모듈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9는 칩형 전기 소자의 제1 실시예인 상기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40)를 액정 표시 모듈에 적용한 실시예를 도시한 사시

도이며, 도 10은 도 9의 Ⅰ-Ⅰ"를 따라 자른 단면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모듈은 액정 표시 패널(120)과, 액정 표시 패널(120)에 광을 공급하는 백라이트 유닛(131)과, 액정

표시 패널(120)을 측면을 감싸는 몰드 프레임(126)과, 백라이트 유닛(131)과 액정 패널(120) 및 몰드 프레임(126)을 감싸

는 탑 케이스(Top Case)(112) 및 보텀 케이스(Bottom Case)(106)로 구성된다.

백라이트 유닛(131)은 광을 발생하는 램프(132)와, 램프(132)를 지지하고 램프(132)로부터 발생된 광을 도광판으로 반사

하는 램프 하우징(130)과, 램프(132)로부터 입사되는 선광을 면광으로 변환하는 도광판(116)과, 도광판(116)의 배면에

설치되어 상부로 광을 반사시키는 반사시트(118)와, 도광판(124) 상에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광균일성 및 광효율을 높이는

다수의 광학 시트(114)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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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표시 패널(120)은 액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향하여 합착된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124) 및 칼러 필터 기판(122)을

구비한다.

액정 표시 패널(120)에는 게이트라인을 구동하기 위한 게이트 집적 회로(128)가 실장된 게이트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

(Tape Carrier Package : TCP)(104)와, 데이터라인을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 집적 회로(110)가 실장된 데이터 TCP(108)

가 부착되며, 상기 다수의 게이트 TCP(104) 및 데이터 TCP(108)의 일측은 각 각 게이트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cuit

Board : PCB)(도시하지 않음) 및 데이터 PCB(102)과 연결된다. 인쇄 회로 기판(102)에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40), 칩

저항, 칩 비드 등 각종 칩형 전기 소자가 솔더(154)에 의해 부착된다.

특히, 인쇄 회로 기판(102)에 부착된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140)는 전극(144,146)의 상면을 절연막(164)이 덮고 있어 전

극(144,146)과 금속 재질의 탑 샤시(112)와의 단락이 방지된다.

도 11은 도 2에 도시된 세라믹 캐패시터가 적용된 다른 액정 표시 모듈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며, 도 12는 도 11의 "Ⅱ-Ⅱ'"

를 따라 자른 단면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11에 도시된 본 실시예는 인쇄 회로 기판(162)이 휘어질 수 있는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168)를 통해 패널과 연결되어

인쇄 회로 기판(162)의 상면이 버텀 샤시(106)의 배면에 밀착되도록 설치되는 경우이다.

인쇄 회로 기판(162)의 상면에는 저항,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140), 인덕터 등의 수동 소자와 타이밍 제어부, 전원부 등이

솔더(154)에 의해 부착된다.

이 경우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140)의 상면이 버텀 샤시(106)의 배면과 접촉할 수 있으나 전극(144,146)의 상면을 절연막

(164)이 덮고 있어 버텀 샤시(106)와 전극(144,146)간의 단락이 방지된다.

도 13은 도 2에 도시된 세라믹 캐패시터가 적용된 또 다른 액정 표시 모듈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며, 도 14는 도 13의 "Ⅲ-

Ⅲ'"를 따라 자른 단면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는 제 1 인쇄 회로 기판(162)과 제 2 인쇄 회로 기판(136)이 가요성 인쇄 회로(Flexible Printed Circuit : FPC)

기판(134)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이다. 제 1 인쇄 회로 기판(162)은 액정 표시 패널의 구동에 필요한 아날로그 회로 및 표

시신호 전송에 필요한 신호 전송 버스를 포함하며 제 2 인쇄 회로 기판(136)은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40)를 포함하는 신

호 처리 회로와 타이밍 제어부(170) 및 전원부(172)를 포함한다.

한편, 제2 인쇄 회로 기판(136)은 전자기파를 차폐하기 위한 쉴드 케이스(138)에 의해 보호된다. 이 경우 쉴드 케이스

(138)와 제 2 인쇄 회로 기판(136) 상에 실장되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40)와 같은 칩형 전기 소자의 전극과 단락이 발

생할 수 있는데 본 실시예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140)는 전극(144,146)의 상면을 절연막(164)이 덮고 있어 단락이 방지

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칩형 전기 소자 및 이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모듈은 칩형 전기 소자의 전극과 외부 도전

물과의 단락이 방지되어 제품의 오동작 및 불량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해 정하여 져야만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인쇄 회로 기판에 실장된 칩형 전기 소자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칩형 전기 소자인 세라믹 캐패시터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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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칩형 전기 소자인 세라믹 캐패시터 어레이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예에 따른 칩형 전기 소자인 칩 저항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칩 저항이 인쇄 회로 기판에 실장된 모습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4 실시 예에 따른 칩형 전기 소자인 칩 페라이트 비드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칩 페라이트 비드가 인쇄 회로 기판 상에 실장된 모습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8은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칩 페라이트 비드의 몸체를 상세히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9는 도 2에 도시된 세라믹 캐패시터를 갖는 액정 표시 모듈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이다.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액정 표시 모듈을 선 I-I'을 따라 절단하여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11은 도 2에 도시된 세라믹 캐패시터를 갖는 다른 액정 표시 모듈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12는 도 11에서 선 Ⅱ-Ⅱ'을 따라 절단한 액정 표시 모듈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13은 도 2에 도시된 세라믹 캐패시터를 갖는 또 다른 액정 표시 모듈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이다.

도 14는 도 13에서 선 Ⅲ-Ⅲ'을 따라 절단한 액정 표시 모듈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2,136,162 : 인쇄 회로 기판 104,108,168 : 테이프 캐리어 패키지

106 : 버텀 샤시 110,160 : 집적 회로

112 : 탑 샤시 114 : 광학시트

116 : 도광판 118 : 반사시트

120 : 액정 표시 패널 122 : 박막트랜지스터 기판

124 : 칼라 필터 기판 126 : 몰드 프레임

130 : 램프 하우징 132 : 램프

138 : 쉴드 케이스 140 : 세라믹 캐패시터

142 : 몸체 144,146,152,184,186,194,196 : 전극

148 : 패드 150 : 세라믹 캐패시터 어레이

154 : 솔더 170 : 타이밍 제어부

172 : 전원부 178 : 보호막

180 : 칩 저항 182 : 저항체

188 :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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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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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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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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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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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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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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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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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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