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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상에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액적(liquid drops)이 적어도 하나의 열(row)로 배치되어 있는 목표 위치가 복

수 규정된 기준판 상에 노즐(nozzle)을 갖는 토출 헤드(ejection head)로부터 토출하는 단계와, 목표 위치와 액적이 실제

로 랜딩된 위치와의 변위량(displacement)을 검출하는 단계와, 변위량에 근거하여 적어도 하나의 열의 목표 위치 각각에

대해 토출 헤드와의 상대 위치 오차를 산출하는 단계와, 상대 위치 오차에 근거하여 적어도 하나의 열 각각에 대하여 보정

값을 산출하는 단계 및 기판 상에 액적을 토출 할 때에 보정값에 근거하여 기판과 토출 헤드와의 상대 위치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위에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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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열(row)로 배열되는 목표 위치가 복수 규정된 기준판 상에 노즐을 갖는 토출 헤드로부터 액적을 토출하는

공정과,

목표 위치와 액적이 실제로 떨어진(landed) 위치 사이의 변위량을 검출하는 공정과,

상기 변위량에 근거해서 목표 위치의 적어도 하나의 상기 열 각각에 대해 토출 헤드에 대한 상대 위치 오차를 산출하는 공

정과,

상기 상대 위치 오차에 근거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열 각각에 대해 보정값을 산출하는 공정, 및

기판 상에 액적을 토출할 때 상기 보정값에 근거해서 기판과 토출 헤드의 상대적인 위치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형성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토출 헤드는 일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복수의 토출 헤드를 포함하고,

상기 변위량을 검출하는 공정, 상대 위치 오차를 산출하는 공정, 보정값을 산출하는 공정, 및 기판과 토출 헤드의 상대적인

위치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정이 상기 복수의 토출 헤드 각각에 대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형성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위치의 적어도 하나의 상기 열 각각은 상기 토출 헤드의 노즐 열에 의해 한번의 토출로 토출되는 액적의 상기 열

에 대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형성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위치는 상기 노즐들 간의 간격을 맞추도록 상기 기준판 상에 구비되는 복수의 마크(mark)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형성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변위량을 검출하는 공정에서, 상기 기준판과 상기 복수의 마크 상에 떨어진 액적을 포함하는 화상을 취득하는 공정,

및

상기 목표 위치와 액적이 화상에 근거하여 실제로 떨어진 상기 위치 사이의 변위량을 산출하는 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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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위량을 검출하는 공정은 상기 토출 헤드로부터 토출되는 상기 복수의 액적 각각에 대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형성 방법.

청구항 7.

토출 헤드와 기판을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면서, 노즐을 갖는 상기 토출 헤드로부터 기판 상에 액적을 토출함으

로써 패턴을 형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마크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적어도 하나의 열로 배치되는 목표 위치에 상기 노즐들 사이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 상기

복수의 마크가 구비되어 있는 기준판,

상기 기준판과 상기 마크 상에 떨어진 액적을 포함하는 화상을 취득하는 화상 검출부,

상기 목표 위치와 상기 액적이 실제로 떨어진 위치 사이의 변위량을 화상으로부터 검출하는 변위량 검출부,

상기 변위량에 근거한 상기 목표 위치의 적어도 하나의 상기 열 각각에 대해 상기 토출 헤드에 대한 상대 위치 오차를 산출

하는 오차 산출부,

상기 상대 위치 오차에 근거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열 각각에 대한 보정값을 산출하는 보정값 산출부, 및

상기 액적이 상기 기판 상에 토출되고 있을 때 상기 보정값에 근거한 상기 기판과 상기 토출 헤드의 상대적인 위치를 연속

적으로 변화시키는 보정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형성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토출 헤드는 일체적으로 형성되는 복수의 토출 헤드를 포함하고, 변위량에 근거하여, 상기 오차 산출부는 상기 목표

위치의 적어도 하나의 상기 열 각각에 대해 액적을 열 위로 토출한 상기 토출 헤드에 대한 상대 위치 오차를 산출하고, 상

기 보정값 산출부는 상기 상대 위치 오차에 근거해서 상기 각 토출 헤드의 상기 열 각각에 대해 보정값을 산출하고, 상기

기판 상으로 액적을 토출하고 있을 때, 각 토출 헤드에 대한 보정값에 근거해서 상기 기판과 상기 각 토출 헤드와의 상대적

인 위치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형성 장치.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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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판 상에 소정 위치에 토출 헤드로부터 액적을 토출하여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집적회로 등의 미세한 배선 패턴을 갖는 디바이스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및 액정 디스플레이 또는 유기 EL 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액적 토출방식을 채용한 제조 방법들이 주목받아 왔다. 이들 제조 기술에서는, 패턴 형성면 상

에 패턴 형성용 재료를 포함하는 액상 재료를 토출 헤드(즉, 잉크젯식 헤드)로부터 토출하는 것에 의해 기판위에 재료층을

형성(즉, 묘화)하여, 디바이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들 제조 기술은 소량다종 생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

과적이다. 액정 디스플레이 및 유기 EL 디스플레이의 고세밀 화소 등의 진전과 더불어, 기판 상에 형성되는 패턴의 미세화

및 고정밀도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국 특개 2003-127392호 공보에 나타낸 바와 같이, 토출 헤드를 고정밀도로 조립하는 것에 의해 액

상 재료의 랜딩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 제안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술한 기술에서는, 토출 헤드를 고정밀도로 조립시키기 위해서는 전용의 장치가 필요해서, 결과적으로 설비 가격

이 높아지는 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기판과 토출 헤드와의 상대적인 위치의 변위가 있을 경우나, 복수의 토출 헤드를 일체

적으로 구성했을 때 각 토출 헤드 간의 조립하는 동안에 야기되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나, 토출 헤드와 기판을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는 구동축이 휘어지는 경우에는 액상 재료의 랜딩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야기된다.

본 발명은 상술한 사정의 관점에서 착안되었고, 액상 재료의 랜딩 위치의 정밀도가 기판의 각 위치에 있어서 다른 경우에

도, 각 위치에서 토출 헤드와 기판 사이에 상대적 위치를 보정하는 것에 의해 토출 헤드로부터의 액적의 랜딩 정밀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장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제 1의 양태는 기판 상에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열로 배

열되는 목표 위치가 복수 규정된 기준판 위에 노즐을 갖는 토출 헤드로부터 액적을 토출하는 공정과, 목표 위치와 액적이

실제로 랜딩된 위치 사이의 변위량을 검출하는 공정과, 상기 변위량에 근거해서 목표 위치의 적어도 하나의 열 각각에 대

해 토출 헤드에 대한 상대 위치 오차를 산출하는 공정과, 상기 상대 위치 오차에 근거해서 적어도 하나의 열 각각에 대해

보정값을 산출하는 공정, 및 기판 상에 액적을 토출할 때 상기 보정값에 근거해서 기판과 토출 헤드의 상대적인 위치를 연

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 양태에 따르면, 기판과 토출 헤드 사이에 상대 위치 오차가 있거나, 토출

헤드를 기판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는 구동축이 휘는 등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토출 헤드와 기판의 상대적인 위치는

액적이 목표 위치 상에 랜딩되도록 기판의 각 위치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정(즉, 보정)되기 때문에, 기판 상에 소정의 패턴

을 정밀하게 형성할 수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 1의 양태에 따르면, 토출 헤드는 일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복수의 토출 헤드를 포함할 수 있고, 변위량

을 검출하는 공정, 상대 위치 오차를 산출하는 공정, 보정값을 산출하는 공정, 및 기판과 토출 헤드의 상대적인 위치를 연

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정은 상기 복수의 토출 헤드 각각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본 양태에 따르면, 기판과 토출 헤드 사

이에 상대적인 위치 오차가 있거나, 토출 헤드가 기판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구동축이 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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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토출 헤드 각각이 일체화될 때에 조립 오차를 갖더라도, 액적이 목표 위치 상에 랜딩되도록 기판의 각 위치에 대해 토

출 헤드와 기판의 상대적인 위치를 연속적으로 조정(즉, 보정)하기 때문에, 기판 상에 소정의 패턴을 정밀하게 형성할 수가

있다.

또한, 목표 위치의 적어도 하나의 열 각각은 토출 헤드의 노즐 열에 의해 한번의 토출로 토출되는 액적의 열에 대응되어도

좋다. 이러한 경우에, 토출 헤드의 노즐 열로부터 한번의 토출로 토출되는 액적의 랜딩 위치의 정밀도를 동시에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출작업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목표 위치는 노즐들 간의 간격을 맞추도록 기준판 상에 구비되는 복수의 마크(mark)에 근거하여 산출될 수 있다. 이

러한 경우에, 액적이 마크 상에 랜딩되지 않기 때문에, 마크와 액적의 상대적인 위치는 시각적인 방법에 의해 정확하게 산

출될 수 있다.

또한, 변위량 검출 공정에 있어서, 기준판과 복수의 마크 상에 랜딩된 액적을 포함하는 화상을 취득하는 공정과, 목표 위치

와 액적이 화상에 근거하여 실제로 랜딩된 위치 사이의 변위량을 산출하는 공정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준판

과 복수의 마크 상에 랜딩된 액적을 함유하는 화상에 대한 화상처리를 수행함으로써, 마크와 액적의 상대적인 위치를 용이

하게 산출할 수 있다.

또한, 변위량 검출 공정은 토출 헤드로부터 토출되는 복수의 액적 각각에 대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판과

액적 사이에 상대적인 위치 오차를 더욱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특히, 복수의 액적의 변위량을 이용하여, 토출 헤드와

기판 사이에 회전 방향에서의 상대적인 위치 오차를 산출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제 2의 양태는 토출 헤드와 기판의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면서 노즐을 갖는 토출 헤드로부터 기판 상

에 액적을 토출함으로써 패턴을 형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마크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적어도 하나의 열로 배치되는

목표 위치에 노즐들 사이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 복수의 마크가 구비되어 있는 기준판, 상기 기준판과 마크 상에 랜딩된 액

적을 함유하는 화상을 취득하는 화상 검출부, 목표 위치와 액적이 실제로 랜딩된 위치 사이의 변위량을 화상으로부터 검출

하는 변위량 검출부, 상기 변위량에 근거한 목표 위치의 적어도 하나의 열 각각에 대해 토출 헤드에 대한 상대 위치 오차를

산출하는 오차 산출부, 상기 상대 위치 오차에 근거해서 적어도 하나의 열 각각에 대한 보정값을 산출하는 보정값 산출부,

및 액적이 기판 상에 토출되고 있을 때 상기 보정값에 근거한 기판과 토출 헤드의 상대적인 위치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보정부를 포함하고 있다. 본 양태에 따르면, 기판과 토출 헤드 사이에 상대적인 위치 변위가 있거나, 토출 헤드가 기판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는 구동축이 휘는 등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액적이 목표 위치 상에 랜딩되도록 기판의 각 위치에

대해 연속적으로 토출 헤드와 기판의 상대적인 위치가 조정(즉, 보정)되기 때문에, 기판 상에 소정의 패턴을 정확하게 형성

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제 2의 양태에 따르면, 토출 헤드는 일체적으로 형성되는 복수의 토출 헤드를 포함할 수 있고, 변위량에 근거하

여, 오차 산출부는 목표 위치의 적어도 하나의 열 각각에 대해 액적을 열 위로 토출한 토출 헤드에 대한 상대 위치 오차를

산출할 수 있고, 보정값 산출부는 상기 상대 위치 오차에 근거해서 각 토출 헤드의 열 각각에 대한 보정값을 산출 할 수 있

고, 보정부는 기판 상으로 액적을 토출하면서, 각 토출 헤드에 대한 보정값에 근거해서 기판과 각 토출 헤드의 상대적인 위

치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본 양태에 따르면, 기판과 토출 헤드 사이에 상대 위치 변위가 있거나, 토출 헤드가 기

판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는 구동축이 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복수의 토출 헤드 각각이 일체화될 때에 조립 오차

를 갖더라도, 액적이 목표 위치 상에 랜딩되도록 기판의 각 위치에 대해 토출 헤드와 기판의 상대적인 위치를 연속적으로

조정(즉, 보정)하기 때문에, 기판 상에 소정의 패턴을 정밀하게 형성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제3의 양태에 따르면, 디바이스는 제 1의 양태에 따른 방법이나 제 2의 양태에 따른 패턴 형성 장치를 사용하여

제조된다. 본 양태에 따르면, 디바이스의 패턴은 정밀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 디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고세밀 화소 디스플레이 등의 전기광학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4의 양태에 따르면, 전자기기는 제3의 양태의 디바이스를 탑재하도록 하였다. 본 양태에 따르면, 고성능 디바

이스를 구비하기 때문에, 고성능, 고품질의 전자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표시수단을 갖는

전자기기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패턴 형성 방법 및 장치, 디바이스 및 전자기기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패턴 형성 장치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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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패턴 형성 장치(100)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패턴 형성 장치(100)는 기판 P 또는 기준판 Z 상으로 액상 재료를 소정의 패턴으로 공급할 수 있

는 액적 토출장치(즉, 잉크젯 장치)이고, 수평으로 배치된 베이스(base)(12)와, 상기 베이스(12) 위에 구비되어 기판 P 또

는 기준판 Z를 지지하는 스테이지(stage)(38)와, 상기 베이스(12)와 상기 스테이지(38) 사이에 위치하여 스테이지(38)을

이동가능하게 지지하는 제 1의 이동장치(30)와, 상기 스테이지(38)에 지지되어 있는 상기 기판 P 또는 기준판 Z 상으로 소

정의 재료를 함유하는 액상 재료의 액적(D)의 정량적 토출(적하)이 가능한 토출 헤드 유닛(20), 및 상기 토출 헤드 유닛

(20)을 이동가능하게 지지하는 제 2의 이동장치(40)를 구비한다.

더욱이, 토출 헤드 유닛(20)으로부터 토출된 액적 D가 기준판 Z 상으로 랜딩한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 이용되는 카메라와,

토출 헤드 유닛(20)의 토출 동작이나 제 1의 이동장치(30) 및 제 2의 이동장치(40)의 이동 동작을 포함하는 패턴 형성 장

치(100)의 동작 등을 제어하는 제어부(60)를 구비한다.

베이스(12)의 전후 간의 진행방향을 Y방향으로 하고, 반면에, 베이스(12)의 좌우 간의 진행방향을 X방향으로 정한다. X방

향 및 Y방향 모두에 수직한 진행방향을 Z방향으로 정하고, Z축을 중심으로 회전방향을 θz방향으로 정한다.

제 1의 이동장치(즉, 보정부)(30)는 베이스(12) 위에 설치된 가이드 레일(guide rail)(32)과, 상기 가이드 레일(32)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지지되는 슬라이더(slider)(34), 및 상기 슬라이더(34)를 이동시키는 리니어 모터 등의 구동부(도시하지

않음)로 구성된다.

슬라이더(34)는 가이드 레일(32)을 따라 Y방향으로 이동되며, 제어장치(60)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구동되는 제 1의 이동장

치(30)에 의해 위치 결정할 수 있다.

스테이지(38)는 슬라이더(34) 상으로 Z축(즉, θz)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모터(36)를 통하여 지지된다. 상기 모터(즉, 보

정부)(36)는, 예를 들면, 다이렉트 구동모터이고, 이 모터(36)를 구동하여 스테이지(38)를 슬라이더(34)에 대해 상대적인

θz방향으로 미소한 단계로 회전시킬 수 있다.

즉, 제 1의 이동장치(30)는 스테이지(38)를 Y방향 및 θz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지한다.

또한, 스테이지(38)는 기판 P 또는 기준판 Z를 보유하며, 스테이지(38)의 상면에 구비되는 흡착 보유장치(도시되지 않음)

를 사용하여 기판 P 또는 기준판 Z를 스테이지(38) 위에 흡착 보유한다.

제 2의 이동장치(즉, 보정부)(40)는 베이스(12)의 거의 중앙에 수직으로 세워져 설치된 2개의 지주(pillar)(14)와, 이 지주

(14)에 의해 X방향으로 지지되는 컬럼(column)(16)과, 이 컬럼(16)에 의해 지지되는 가이드 레일(42)과, 이 가이드 레일

(42)를 따라 X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지되는 슬라이더(44) 및 이 슬라이더(44)를 구동하는 리니어 모터 등의 구동

부(도시하지 않음)로 형성된다.

슬라이더(44)는 가이드 레일(42)를 따라 X방향으로 이동되며, 제어장치(60)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구동되는 제 2의 이동장

치(40)에 의해 위치 결정될 수 있다.

피드(feed)방향은 제 2의 이동장치(40)에 의해 슬라이더(44)가 이동되는 방향이고, 슬라이더(34)가 제 1의 이동장치(30)

에 의해 이동되는 방향인 스캔방향과 직교한다.

토출 헤드 유닛(20)을 형성하는 캐리지(24)는 모터(46, 48)를 통하여 슬라이더(44) 상에 지지된다.

모터(46)를 동작시키는 것에 의해, 토출 헤드 유닛(20)은 Z방향으로 미소한 단계로 위 아래로 이동되어 위치 결정될 수 있

다. 모터(즉, 보정부)(48)를 동작시키는 것에 의해, 토출 헤드(20)는 Z축을 중심으로(즉, θz방향으로) 미소한 단계로 이동

되어 위치 결정될 수 있다.

즉, 제 2의 이동장치(40)는 토출 헤드 유닛(20)을 X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지지하고 토출 헤드 유닛(20)을 Z방향과 θz방

향으로 미소한 단계로 이동가능하도록 지지한다. 결과적으로, 토출 헤드 유닛(20)의 액적 토출 면을 스테이지(38) 위로 배

치된 기판 P 또는 기준판 Z에 대해 정확하게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0691699

- 6 -



토출 헤드 유닛(20)의 액적 토출 면과 기판 P 또는 기준판 Z의 표면이 서로가 1mm이내로 근접시킬 경우, 토출된 액적이

설계된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액적 배치의 정밀도의 향상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제 1의 이동장치(30)를 사용하는 기판 P 또는 기준판 Z의 위치 결정 또는, 제 2의 이동장치(40)를 사용하

는 토출 헤드 유닛(20)의 위치 결정에는 가이드 레일(32, 42)의 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토

출 헤드 유닛(20)과 기판 P 또는 기준판 Z의 상대적인 위치는 X방향, Y방향 및 θz방향으로 약간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이

변위량은 기판 P 또는 기준판 Z의 각 위치에 있어서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기판 P 또는 기준판 Z 상에 랜딩된 액적 D는 기판 P 또는 기준판 Z의 각 위치에 있어서 다른 랜딩 정밀도를 갖는

다.

도 2는 액적 토출 면(즉, 저면)측에서 본 토출 헤드 유닛(20)의 도면이다.

토출 헤드 유닛(20)은 3개의 토출 헤드(22)(즉, 22R, 22G, 22B)를 포함하고, 이종 또는 동종의 액상 재료가 이들 3개의 토

출 헤드(22) 각각으로부터 토출된다.

토출 헤드(22R, 22G, 22B)는 동일한 구성을 갖으며, 토출 헤드(22R, 22G, 22B) 각각은 일렬 또는 복수열로 배열된 복수

의 노즐(노즐 구멍)(211)을 갖는다. 예를 들면, 토출 헤드(22)의 해상도가 180dpi(즉, 180 dot per square inch)의 경우에

는, 노즐 구멍(211)이 약 141㎛ 간극으로 180개가 형성된다. 노즐 구멍(211)은 에칭법 등을 사용하여 금속판에 형성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배치된다.

각 토출 헤드(22R, 22G, 22B)는 캐리지(24)에 조립 되어, 일체화된 토출 헤드 유닛(20)을 구성한다.

토출 헤드(22R, 22G, 22B)는 항상 캐리어(24)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립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토출 헤드(22R, 22G,

22B)가 조립되야 할 위치에 대하여, 각각 X방향, Y방향, θz방향으로 조립 오차를 갖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토출 헤드 유

닛(20)으로부터 토출된 액적 D는 각각의 토출 헤드(22)의 조립 오차에 대응하는 랜딩 정밀도를 갖게된다.

도 3은 토출 헤드(2)를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이고, 도 4는 토출 헤드(22)의 사시 단면도이다.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토출 헤드(22)(22R, 22G, 22B)는 노즐 구멍(211)을 갖는 노즐 플레이트(plate)(210)와, 진동판

(diaphram)(230)을 갖는 압력실(pressure chamber) 기판(220)과, 이들 노즐 플레이트(210)와 진동판(230)을 장착하여

지지하는 하우징(250)을 구비하고 있다.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토출 헤드(22)의 주요부 구조는 압력실 기판(220)을 노

즐 구멍(211)과 진동판(230)에 끼워넣는 구조를 갖는다. 노즐 플레이트(210)에는, 상기 노즐 플레이트(210)이 압력실 기

판(220)에 접합될 때에 캐비티(즉, 압력실)(221)에 대응하는 위치에 노즐 구멍(211)이 형성되어 있다. 압력실 기판(220)

에는 실리콘 단결정 기판 등을 에칭함으로써, 각각이 압력실로서 기능할수 있는 캐비티(221)가 복수개 설치되어 있다. 캐

비티(221)끼리의 사이는 측벽(격벽)(222)으로 분리되어 있다. 각 캐비티(221)는 공급구(224)를 통하여 공통의 유로(flow

path)인 레저브와(reservoir)(223)에 연결되어 있다. 진동판(230)은, 예를 들면, 열산화막 등에 의해 구성된다. 진동판

(230)에는 액상 재료 탱크 잉크젯(tank inkjet)(231)이 설치되고, 탱크(즉, 액상 재료 수용부 - 도시하지 않음)로부터 파이

프(즉, 유로)를 통하여 임의의 액상 재료를 공급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진동판(230) 위의 캐비티(221)에 상당하는 위치

에는 압전체 소자(240)가 형성되어 있다. 압전체 소자(240)는 PZT소자 등의 압전성 세라믹의 결정을 상부 전극 및 하부전

극(도시하지 않음)에 끼워진 구조를 갖는다. 압전체 소자(240)은 제어부(60)로 공급되는 토출신호에 대응하여 체적변화를

발생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토출 헤드 유닛(20)으로부터 액상 재료를 토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어부(60)가 액상 재료를 토출시키기 위한 토출신호

(Spr, Spg, Spb)를 토출 헤드(22)(22R, 22G, 22B)에 공급한다. 액상 재료는 각 토출 헤드(22)의 캐비티(221)에 유입되어,

토출신호가 공급된 토출 헤드(22)에는, 그 압전체 소자(240)가 그 상부 전극과 하부전극 사이에 인가된 전압에 의해 체적

변화를 발생한다. 이 체적변화는 진동판(230)을 변형시켜서, 캐비티(221)의 체적을 변화시킨다. 이 결과, 그 캐비티(221)

의 노즐 구멍(211)으로부터 액상 재료의 액적이 토출된다. 액상 재료가 토출된 캐비티(221)에는 토출로 인해 소모된 액상

재료가 탱크로부터 공급된다.

또한, 토출 헤드(22)는 압전체 소자(240)에 체적변화를 발생시켜서 액상 재료의 액적 D를 토출시키는 구성이지만, 발열체

로부터 액상 재료에 열을 가하여 그 팽창에 의해 액적 D를 토출시키도록하는 구성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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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로 되돌아가서, 토출 헤드 유닛(20)으로부터 기준판 Z로 향하여 토출된 액적 D를 검출하기 위한 CCD 등의 카메라(화

상 검출부)(50)가 설치된다. 카메라(50)는, 기준판 Z를 향하도록 토출 헤드 유닛(20)의 측면에 설치되어, 기준판 Z의 상면

의 화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제 2의 이동장치(40)를 작동시킴으로써, 카메라(50)를 기준판 Z 위의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키고, 기준판 Z의 상면

에 랜딩한 액적 D를 함유한 화상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50)에 의해 취득한 화상 데이터는 제어부(60)의 메모리부(64)로 보내진다.

제어부(60)는 각종 연산처리를 수행하는 연산부(62), 각종 정보를 기억하는 메모리부(64) 등을 갖는다.

연산부(62)(변위량 검출부, 오차 산출부, 보정부)는 토출 헤드 유닛(20)의 액상 재료의 토출 동작이나 제 1의 이동장치(30)

및 제 2의 이동장치(40)의 이동 동작을 포함하는 패턴 형성 장치(100)의 동작을 제어한다.

또한, 메모리부(64)는 카메라(50)로부터 보내진 화상 정보를 기억하고, 연산부(62)는 그 화상을 처리하여, 액적의 랜딩 정

밀도 등을 구하는 동시에 랜딩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보정값을 구하여, 랜딩 정밀도의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액적의 랜딩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후술한다.

도 5(a) 및 5(b)는 기준판 Z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a)는 기준판 Z에 형성되는 마크 M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5(b)

는 마크 형성 블럭 AM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스테이지(38) 위에 탑재되는 기준판 Z는 액적의 랜딩 정밀도를 검출하기 위해서만 이용되는 판상(plate shape) 부재이다.

기준판 Z는 유리 등의 투명재료에 도 5(a)에 나타낸 마크 M이 증착법 등에 의해 미리 형성된 것이다. 마크 M은 토출 헤드

유닛(20)으로부터 기준판 Z로 토출되는 액적 D와 거의 동일한 크기로 형성된다. 또한, 마크 M의 형상은 예를 들면, 십자형

인 형상인 것도 좋다.

그리고, 마크 M은 기준판 Z의 횡방향, 종방향에 각각 소정의 간격으로 배치된다. 횡방향(즉, X방향)의 간격은 토출 헤드

(22R, 22G, 22B)의 노즐 구멍(211)의 간격의 2배 간격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토출 헤드(22R, 22G, 22B)의 노즐 간격은

상술한 바와 같이 약 141㎛이기 때문에, 기준판 Z에 형성되는 마크 M의 간격은 282㎛ 정도로 된다.

인접하는 마크 M의(X 방향의) 2개의 열은 노즐 사이의 간격이 서로 동일하게 배치된다. 즉, 매 두번째 마크 열은 첫번째

마크 열에 대한 노즐 사이의 간격과 같은 거리로 X방향으로 이동된 위치에서 형성된다. 즉, 도 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

방울 무늬 패턴으로 배치된다.

또한, 종(즉, Y방향)방향의 마크 M의 간격은 횡(즉, X방향)의 간격의 절반 정도 간격이고, 예를 들면, 125㎛이다.

더욱이, 마크 M은 기준판 Z의 전체 면에 형성되어도 좋고, 소정의 영역에만 형성되어도 좋다. 도 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마크 M을 형성하는 블럭 AM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해도 좋다. 예를 들면, 기준판 Z의 X방향으로 13개소, Y방향으로 48

개소, 합계 624개소의 마크 형성 블럭 AM을 설치한다.

또한, 하나의 마크 형성 블럭 AM은 마크 M이 열(즉, X) 방향으로 91개, 단(段)(즉, Y)방향으로 14단 형성된다. 즉, 1개의

마크 형성 블럭 AM에는, 1274개의 마크 M이 형성된다.

다음은, 상술한 형성 장치(100)를 이용하여 기준판 Z 위에 액적 D를 토출하는 것에 의한 기판 P로의 액적의 토출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6은 형성 장치(100)의 액적 토출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차트이고, 도 7은 기준판 Z 위에 랜딩된 액

적 D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또한, 토출 헤드(22R, 22G, 22B)로부터 토출하는 액상 재료의 액적 D로서는, 동일 재료도 좋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토출

헤드(22R)로부터는 적색 Dr, 토출 헤드(22G)로부터는 녹색 Dg, 토출 헤드(22B)로부터는 청색 Db의 액상 재료를 토출하

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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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P에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패턴 형성공정)에 앞서서, 토출 헤드(22)와 기판 P와의 상대 위치 오차를 보정하는 보정값

을 구하는 예비공정을 행한다.

우선, 스텝 S101에 있어서, 기판 로더(loader)(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기준판 Z를 스테이지(38) 위에 재치한다. 이 때, 소

정의 방법에 의해 기준판 Z의 얼라인먼트(alignment) 처리가 수행된다. 이것에 의해서, 기준판 Z는 스테이지 위에 정밀하

게 위치 결정된다.

또한, 후 공정으로서 스테이지(38) 위에 재치되는 기판 P도 동일하게 얼라인먼트 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기준판 Z와 기판

P는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재치된다.

그러나, 이 얼라인먼트 처리에서 항상 일정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토출 헤드 유닛(20)과 제 2의 이동장치

(40)의 조립 오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기준판 Z 또는 기판 P와 토출 헤드 유닛(20)은 일정한 상대 위치 오

차를 갖는다.

다음은, 스텝 S102에 있어서, 기준판 Z에 대하여 토출 헤드 유닛(20)으로부터 액적 D를 토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제 1의 이동장치(30)에 의해 토출 헤드 유닛(20)을 X방향의 소정 위치, 예를 들면, 최외측(즉, -X측)

으로 이동시켜서, 기준판 Z에 형성된 마크 형성 블럭 AM으로 토출을 준비한다.

다음에, 제 1의 이동장치(30)에 의해 기준판 Z를 소정의 일정 속도로 Y방향으로 이동시키고, 토출 헤드 유닛(20)으로부터

바로 아래로 반송되는 기준판 Z의 마크 형성 블럭 AM의 소정의 위치를 향하도록 액적 D를 토출한다.

또한,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액적 D는 마크 M과 마크 M 사이로 토출된다. 마크 M의 간격은 노즐 구멍(211)의 간격의

2배로 설정되기 때문에, 하나 걸러(예를 들면, 기수번째)의 노즐 구멍(211)으로부터 액적 D를 토출한다. 결국, 90개의 노

즐 구멍(211)으로부터 액적 D를 토출한다.

그리고, Y방향(즉, 마크 M의 단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적색 Dr, 녹색 Dg, 청색 Db의 순서로 액적 D를 토출한다. 또한, Y방

향(즉, 마크 M의 단방향)의 액적 D의 간격은 마크 M의 단방향의 간격의 2배(즉, 125㎛의 2배)로 설정된다.

그리고, 이전에 액적 D를 토출한 노즐 구멍(211)과는 다른(예를 들면, 우수번째의) 90개의 노즐 구멍(211)으로부터 액적

D를 더 토출한다. 마찬가지로, 이들 노즐 구멍(211)으로부터도 적색 Dr, 녹색 Dg, 청색 Db의 순서로 마크 M의 단방향의 2

배의 간격에 맞춰서 액적 D를 토출한다.

이 결과에 의해, 1개의 마크 형성 블럭 AM으로의 액적 토출 작업이 완료된다. 이 액적 토출 작업을 수행할 때, 토출 헤드

유닛(20)의 X방향 및 θz방향의 위치, 기준판 Z의 θz방향의 위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기준판 Z를 Y방향으로 이동시켜서, 다음의 마크 형성 블럭 AM으로의 액적 토출 작업을 수행하고, 기준판 Z의 Y방향으로

의 이동(즉, 주사)이 완료되면, 토출 헤드 유닛(20)을 +X방향으로 소정량 만큼 이동시켜, 다시 한번, 기준판 Z를 Y방향으

로 보내어서, 상술한 토출 작업을 수행한다.

즉, 제 1의 이동장치(30)에 의해 기준판 Z를 Y방향으로 주사 이동시키는 동시에, 제 2의 이동장치(40)에 의해 토출 헤드

유닛(20)을 X방향으로 단계(step)이동시켜서, 기준판 Z에 형성된 642개소의 마크 형성 블럭 AM에 적색 Dr, 녹색 Dg, 청

색 Db의 액적 D를 랜딩시킨다.

다음에, 스텝 S103에 있어서, 카메라(50)를 이용하여 기준판 Z 위에 랜딩한 전체 액적 D의 화상을 취득한다. 즉, 기준판 Z

위로 토출한 액적 D의 수(즉, 90 노즐 구멍 × 6 스텝 × 624 영역)만큼 화상을 취득하고, 제어부(60)로 송신한다. 구체적으

로는, 기준판 Z 위에 랜딩한 액적 D마다, 이 액적 D와 주변에 형성된 4개의 마크 M을 포함하는 화상을 얻는다.

또한, 액적 D를 마크 M 위로 토출하지 않는 것은, 마크 M이 적색 Dr, 녹색 Dg, 청색 Db의 액적 D에 감춰져 버리고, 카메라

(50)에 마크 M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씩 걸러 배치된 노즐 구멍(211)으로부터 액적 D를 토

출시키는 것은, 노즐 구멍(211)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액적 D의 화상을 카메라(50)가 인식하는 때에 인접한 액적 D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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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해 버리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검출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라면, 상술한 토출 공정에 있어서, 전체의

노즐 구멍(211)으로부터 액적 D를 동시에 토출시켜도 좋다(이 경우에는, 기준판 Z 위에 마크 M을 노즐 구멍(211)과 동일

한 간격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음).

다음은, 스텝 S104에 있어서, 연산부(62)는 얻어진 화상으로부터 4개의 마크 M에 의해 규정되는 목표 위치(4개의 마크 M

의 중심을 잇는 위치)와 액적 D의 랜딩위치(액적 D의 중심위치)와의 변위량(ΔX, ΔY)을 화상 처리에 의해 검출한다. 이 처

리는 랜딩한 전체의 액적 D에 대해 수행된다.

다음은, 스텝 S105에 있어서, 액적 D의 열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액적 D의 변위량으로부터, 마크 M 열과 랜딩한 액적 D 열

과의 기울기, 즉, θz방향의 변위량(즉, Δθz)을 구한다.

다음으로는, 스텝 S106에 있어서, 스텝 S104, S105에서 얻어진 변위량으로부터, 기준판 Z 위의 목표 위치의 열마다, 이

열과 그 열로 액적 D를 토출한 토출 헤드(22)(이하, 대상 토출 헤드(22)라 함)와의 상대 위치 오차를 구한다.

여기서, "목표 위치의 열"이라 함은, 각 토출 헤드(22R, 22G, 22B)의 노즐 구멍(211)의 열로부터 동시에 토출되는 90개의

액적 D의 랜딩 목표가 되는 90개의 목표 위치를 연결한 열(즉, 선)을 말한다. 따라서, 1개의 마크 형성 블럭 AM에는, 목표

위치의 열이 6개(단)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도 7의 최상 단계에서 랜딩한 액적 Dr의 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

나의 목표 위치의 열의 경우에서는, 토출 헤드(22R)와의 상대 위치 오차를 구한다.

각각의 목표 위치의 열에 있어서 상대 위치 오차(ΔXrn, ΔYrn, Δθzrn : n은 목표 위치의 열의 식별번호)의 θz방향의 변위

량(Δθzrn)은 스텝 S105에서 구한 값을 그대로 사용되면 좋다. X방향과 Y방향의 변위량(ΔXrn, ΔYrn)은 90개의 액적 D를

각각 Δθz회전 시킴으로써 계산한 후의 X방향과 Y방향의 변위량(ΔXd, ΔYd)의 평균값으로 구하여진다.

여기서, 계산 상의 회전중심은 토출 헤드 유닛(20)의 회전중심 또는 스테이지(38)의 회전중심이다. 보정을 할 때에는, 토출

헤드 유닛(20)과 스테이지(38)의 어느 하나 또는 양쪽 모두를 움직이지만, 보정의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후의 X방향과 Y

방향의 변위량(ΔXd, ΔYd)은 다른 값이다.

이 때문에, 기준판 Z의 각 목표 위치의 열과 그 열의 대상 토출 헤드(22)와의 상대 위치 변위가 구해진다.

다음은, 스텝 S107에 있어서, 스텝 S106에서 구한 목표 위치의 열마다의 상대 위치 오차로부터, 토출 헤드(22R, 22G,

22B)마다, 기준판 Z의 전체의 마크 형성 블럭 AM에 있어서, 액적 D를 토출한 목표 위치의 열에 대한 상대 위치 오차를 보

정하기 위한 보정값, 즉, 역수(inverse number)(ΔXrn, ΔYrn, Δθzrn)를 구한다.

따라서, 토출 헤드(22R)의 경우에는, 1개의 마크 형성 블럭 AM에 2개의 보정값을 갖기 때문에, 기준판 Z의 전체 면에서

1248개(2개×624개소)의 보정값이 구해진다.

그리고, 각 토출 헤드(22) 마다 보정값(즉, 3개의 보정값 데이터 파일)을 메모리부(64)로 보내어 기억한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각 토출 헤드(22R, 22G, 22B)가 각각 1개의 마크 형성 블럭 AM에 2개의 보정값을 갖지만, 기수

번째의 노즐 열과 우수번째의 노즐 열을 다른 토출 헤드로 가정하여, 6개의 토출 헤드마다, 기준판 Z의 전체면에 있어서

624개의 보정값을 구하여도 좋다. 이는 액적 D의 랜딩위치의 변위량을 보다 높은 정밀도로 보정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에는, 6개의 보정값 데이터 파일이 메모리부(64)에 보내진다.

그리고, 스텝 S108에 있어서, 기준판 Z를 스테이지(38) 위로부터 물러나게 함으로써, 패턴 형성 공정 전의 예비공정이 완

료된다.

다음은,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기 EL 장치 또는 칼라필터(color filter)를 제조하기 위하여 기판 P에 대하여 액적 D를

토출해서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을 개시한다.

우선, 스텝 S121에 있어서, 기판 로더에 의해 기판 P를 스테이지(38) 위에 정밀하게 재치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판 P는

스테이지(38) 위의 기준판 Z의 재치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정밀하게 재치된다.

다음은, 스텝 S122에 있어서, 제어부(60)의 연산부(62)는 제 1의 이동장치(30), 제 2의 이동장치(40), 모터(36, 48)에 구

동신호(SX, SY, Sθz)를 보내고, 토출 헤드 유닛(20)과 기판 P를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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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텝 S123에 있어서, 토출 헤드(22R)로부터 액박울 Dr을 토출하는 경우에는, 메모리부(64)에 기억한 토출 헤드

(22R)에 관한 보정값 데이터 중에서, 토출위치에 대응하는 보정값(-ΔXrn, -ΔYrn, -Δθzrn)을 제 1의 이동장치(30), 제 2

의 이동장치(40), 모터(36, 48)에 보내고, 토출 헤드(22R)와 기판 P와의 상대 위치를 변화시킨다.

다음은, 스텝 S124에 있어서, 토출 헤드(22R)에 토출신호(Spr)를 보내고, 기판 P 위로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는 패턴 형성

(즉, 토출)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예비공정에서 구한 토출 헤드(22)마다의 보정값 데이터는 기준판 Z 위의 소정 위치에 관하여만 구해진 것이다. 따라

서, 기판 P에서의 토출 위치에 대응하는 보정값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스텝 S107과 스텝 S123 사이에,

토출 헤드(22)마다의 보정값 데이터로부터 보정값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보정값을 소정의 방법으로 보완하는 처리를 수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보정값의 보완처리를 수행하는 것에 의해, 보다 높은 정밀도로 토출 헤드(22)와 기판

P와의 상대 위치를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은, 스텝 S125에 있어서, 각 토출 헤드(22R, 22G, 22B)로부터의 액적 D의 토출완료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즉, 스

텝 S122 내지 스텝 S124의 공정은 토출 헤드(22R), 토출 헤드(22G), 토출 헤드(22B)의 순으로 3회 수행된다.

또한, 형성하는 패턴에 따라서, 전체의 토출 헤드(22R, 22G, 22B)로부터 각각의 액적(Dr, Dg, Db)을 토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상술한 바와 같이, 각 토출 헤드(22)에 있어서 기수번째의 노즐 열과 우수번째의 노즐 열을 다른 토출 헤드로 가정

하여서, 6개의 토출 헤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스텝 S122에서 스텝 S124의 공정을 노즐 열마다 6회 수행하면 좋다.

그리고, 스텝 S125에 있어서, 패턴 형성이 종료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한다. 즉, 스텝 S122 내지 스텝 S124를 반복하고,

기판 P 위에 소정의 패턴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스텝 S126에 있어서, 스테이지(38)로부터 기판 P를 반출하는 것에 의해, 패턴 형성공정은 종료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토출 헤드(22)가 기판 P에 대해 액적 D를 토출할 때에, 처음 지시된 위치로부터 액적 D의 토출 목표 위치

와 그 위치에 액적 D를 토출하는 토출 헤드(22)에 대응하여, 기판 P와 그의 토출 헤드(22)와의 상대 위치(X방향, Y방향,

θz회전방향)를 미세하게 변화시켜서, 액적 D를 토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판 P와 각 토출 헤드(22)와의 상대 위치 변위나 각 토출 헤드(22)와 기판 P를 상대 이동시키는 구동축의 휨 등이

존재하는 경우나, 또는 토출 헤드(22R, 22G, 22B)가 캐리지(24)에 대해, 각각 조립 오차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 토출

헤드(22R, 22G, 22B)와 기판 P와의 상대 위치가 차례로 보정되어서, 각 액적(Dr, Dg, Db)이 각각 정확한 위치로 랜딩된

다.

또한, 기판 P와 각 토출 헤드(22)와의 X방향의 상대 위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 2의 이동장치(40)에 의해 미소 이동

시킨다. 또한, 기판 P와 각 토출 헤드(22)와의 Y방향의 상대 위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 1의 이동장치(30)에 의해 미

소 이동시키는 경우 이외에, 제어부(60)로부터 각 토출 헤드(22)로의 토출신호의 명령 타이밍을 변화시키는 것도 좋다. 또

한, 기판 P와 각 토출 헤드(22)와의 θz방향의 상대 위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모터(36, 48)의 어느 하나를 구동하여도

좋다. 또한, 양쪽 모터(36, 48)를 각각 구동하여도 좋다.

상술한 바와 같이, 패턴 형성 장치(100)에 따르면, 기판 P의 전체 면에 대해 기판 P와 복수의 토출 헤드(22)와의 상대 위치

오차가 액적 D의 토출할 때에, 토출 헤드(22)에 따라 보정되기 때문에, 토출 헤드 유닛(20)으로부터 토출된 액적 D를 기판

P의 소정 위치로 고정밀도로 랜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패턴 형성 장치(100)에 의해, 고정밀도의 칼라필터나 유

기 EL 표시장치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토출 헤드 유닛(20)에 3개의 토출 헤드(22)가 설치되어 있는 예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1개의

경우나 2개의 경우나 4개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좋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각 토출 헤드(22)가 1개의 노즐 열을 갖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각 토출 헤드(22)가 복

수의 노즐 열을 갖는 경우는, 각 노즐 열을 각각 1개의 토출 헤드(22)로 간주하여, 상술한 실시예와 동일의 처리를 수행하

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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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상술한 구성을 갖는 패턴 형성 장치(100)를 이용하여, 기판 P에 대한 토출 헤드 유닛(20)으로부터 액상 재료의 액

적 D를 토출하여 기판 P 위에 복수의 재료층을 적층하는 것에 의해, 기판 P에 적층배선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의 일례에 대

해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일례로써, 유기 EL 표시장치(600) 및 이것을 구동하는 TFT(Thin Film Transistor)를 제조하는 순서

를 나타낸다.

유기 EL 표시장치(디바이스)(600)는 형광성의 무기 및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박막을, 음극과 양극 사이에 끼워진 구성

을 갖고, 상기 박막에 전자 및 정공(hole)을 주입하고 재결합하는 것에 의해 여기자(exciton)를 생성시켜, 이 여기자가 비

활성화 될 때에 빛의 방출(형광, 인광)을 이용하여 발광시키는 소자이다.

여기서, 상술한 바와 같이, 패턴 형성 장치(100)는 복수의 토출 헤드(22)(22R, 22G, 22B)를 구비하고 있고, 각 토출 헤드

(22)로부터는 각각 다른 재료를 포함하는 액상 재료의 액적 D가 토출되도록 되어있다. 액상 재료는 재료를 미립자로 하여

용매 및 바인더(binder)를 이용하여 페이스트(paste)화한 것이다. 이 액상 재료는 각 토출 헤드(22)가 토출 가능한 점도(예

를 들면, 50cps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유기 EL 표시장치(600)의 제조에 앞서서, 기준판 Z에 액적 D를 토출한 각 토출 헤드(22)에 대한

보정값(ΔXr, ΔYr, Δθzr, ΔXg, ΔYg, Δθzg, ΔXb, ΔYb, Δθzb 등)을 구한다. 각 토출 헤드(22)로부터 기판 P에 대한 액적 D

를 토출할 때에, 기판 P와 각 토출 헤드(22)와의 상대 위치를 보정하여, 정확한 위치에 액적 D를 토출한다.

기판 P에 대해 이들 복수의 토출 헤드(22) 중에서, 토출 헤드(22R)로부터 제 1의 재료를 포함하는 액상 재료를 토출한 후

이것을 건조(즉, 소성)한다. 다음에, 토출 헤드(22G)로부터 제 2의 재료를 포함하는 액상 재료를 제 1의 재료층에 대해 토

톨한 후 이를 건조(즉, 소성)하고, 이하, 복수의 토출 헤드를 이용하여 동일한 처리를 수행하도록, 기판 P 위에 복수의 재료

층이 적층되고, 다층배선 패턴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다.

도 8, 도 9 및 도 10은 유기 EL 소자를 이용한 액티브 매트릭스(active matrics) 표시장치의 일예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8은 유기 EL 표시장치(600)의 회로도, 도 9는 대향전극이나 유기 EL 소자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화소부의 확대 평면도, 도

10은 도 8의 A-A 선을 따라서 본 단면도이다.

도 8의 회로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유기 EL 표시장치(600)는 기판 위에, 복수의 주사선(311)과, 이들 주사선(311)에

대해 교차하는 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신호선(312)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신호선(312)에 병렬로 연장하는 복수의

공통 전원선(common power supply line)(313)이 배선되어 있다. 주사선(311) 및 신호선(312)의 각 교점마다, 화소(AR)

가 설치되어 구성되어 있다.

신호선(312)에 대해서는, 시프트 레지스터(shift register), 레벨 시프터(level shifter), 비디오 라인(video line), 및 아날

로그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다.

반면에, 주사선(311)에 대해서는, 시프트 레지스터 및 레벨 시프터를 구비하는 주사선 구동회로(304)가 설치되어 있다. 또

한, 화소 영역(AR)의 각각에는, 주사선(311)을 통하여 주사 신호가 게이트 전극에 공급되는 제 1의 박막 트렌지스터(322)

와, 이 제 1의 박막 트렌지스터(322)를 통하여 신호선(312)로부터 공급되는 화상 신호를 유지하는 유지용량 "cap"과, 유지

용량 "cap"에 의해 유지되는 화상 신호가 게이트 전극에 공급되는 제 2의 박막 트렌지스터(324)와, 이 제 2의 박막 트렌지

스터(324)를 통하여 공통 전원선(313)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때에 공통 전원선(313)으로부터 구동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화소 전극(323)과, 이 화소 전극(양극)(323)과 대향전극(음극)(522)의 사이에 끼워져 들어간 발광부(발광층)(360)가 설치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주사선(311)이 구동되는 제 1의 박막 트렌지스터(322)가 온되면, 그 때의 신호선(312)의 전위가 유지용

량 "cap"에 유지되고, 상기 유지용량(cap)의 상태에 따라서, 제 2의 박막 트렌지스터(324)의 도통상태가 결정된다. 그리

고, 제 2의 박막 트렌지스터(324)의 채널을 통하여 공통 전원선(313)으로부터 화소 전극(323)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발광층(360)을 통하여 대향전극(522)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므로, 발광층(360)은 그것에 흐르게 되는 전류량에 따

라서 발광하도록 된다.

여기서, 각 화소(AR)의 평면 구조는,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평면 형상인 장방형의 화소전극(323)의 4면이, 신호선

(312), 공통 전원선(313), 주사선(311) 및 다른 화소전극용의 주사선(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둘러싸인 배치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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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10에 도시한 유기 EL 표시장치(600)는 박막 트렌지스터(TFT)가 배치된 기판 P측과는 반대측으로부터 광을 받

아 출력하는 형태, 이른바 탑 에미션(top emission) 형이다.

기판 P의 형성 재료로써는, 유리, 석영, 사파이어, 또는 폴리에스테르, 폴리아크릴레이트,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테르케

톤 등의 합성수지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유기 EL 표시장치(600)가 탑 에미션 형인 경우, 기판 P는 불투명으로 되어도

좋다. 이 경우, 알루미나 등의 세라믹, 스텐레스 등의 금속 시트에 표면 산화 등의 절연처리를 수행한 것, 열경화성수지, 열

가소성수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는, 기판 P가 가연성을 갖도록 형성된다.

반면에, TFT가 배치된 기판측으로부터 광을 받아 출력하는 형태, 이른바 백 에미션(back emission) 형에 있어서는, 기판

으로서는 투명인 것이 이용되고, 광을 투과 가능한 투명인 반투명 재료, 예를 들면, 투명한 유리, 석영, 사파이어, 또는 폴리

에스테르, 폴리아크릴레이트,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테르케톤 등의 투명한 합성수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기판의 형성 재료로써는 저가인 소다 유리(soda glass)가 주로 사용된다.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탑 에미션 형의 유기 EL 표시장치(600)는 기판 P와, 인듐 주석산화물(ITO:Indium Tin Oxide)

등의 투명전극 재료로 이루어진 양극(화소전극)(323)과, 양극(323)으로부터 정공을 수송 가능한 정공 수송층(370)과, 전

기 광학물질 중 하나인 유기 EL 물질을 포함하는 발광층(유기 EL 층, 전기 광학소자)(360)과, 발광층(360)의 상면에 설치

되어 있는 전자 수송층(350)과, 전자 수송층(350)의 상면에 설치되어 있는 알루미늄(Al)이나 마그네슘(Mg), 금(Au), 은

(Ag), 칼슘(Ca) 등으로 이루어진 음극(대향전극)(522)과, 기판 P 위에 형성된, 화소전극(323)에 데이터 신호를 기입하는

지의 여부를 제어하는 통전제어부(conduction control section)로서의 박막 트렌지스터(이하, TFT로 언급)(324)를 갖고

있다. TFT(324)는 주사선 구동회로(304) 및 데이터선 구동회로(302)로부터의 작동 명령 신호에 근거하여 작동하고, 화소

전극(323)으로의 통전제어를 수행한다.

TFT(324)는 SiO2를 주성분으로 하여 보호층(581)을 통하여 기판 P의 표면에 설치되어 있다. 이 TFT(324)는 보호층

(581)의 상층에 형성된 실리콘층(541)과, 실리콘층(541)을 덮도록 보호층(581)의 상층에 설치된 게이트 절연층(582)과,

게이트 절연층(582)의 상면의 실리콘층(541)에 대향하는 부분에 설치된 게이트 전극(542)와, 게이트 전극(542)를 덮도록

게이트 절연층(582)의 상층에 설치된 제1 층간 절연층(583)과, 게이트 절연층(582) 및 제1 층간 절연층(583)에 걸쳐서 개

구하는 콘택트 홀(contact hall)을 통하여 실리콘층(541)과 접속하는 소스 전극(543)과, 게이트 전극(542)을 사이로 해서

소스 전극(543)과 대향하는 위치에 설치되고, 소스 절연층(582) 및 제1 층간 절연층(583)에 걸쳐서 개구하는 콘택트 홀을

통하여 실리콘층(541)과 접속하는 드레인 전극(544)과, 소스 전극(543) 및 드레인 전극(544)를 덮도록 제1 층간 절연층

(583)의 상층에 설치된 제2층간 절연층(584)을 구비하고 있다.

제2층간 절연층(584)의 상면에 화소 전극(323)이 배치되고, 화소 전극(323)과 드레인 전극(544)은 제2층간 절연층(584)

에 설치된 콘택트 홀(323a)을 통하여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제2층간 절연층(584)의 표면의 유기 EL 소자가 설치되어 있는

이외의 부분과 음극(522)과의 사이에는, 합성수지 등으로 된 제3 절연층(즉, 뱅크층(bank layer))(521)이 설치되어 있다.

실리콘층(541)에서, 게이트 절연층(582)을 사이로 해서 게이트 전극(542)과 위에 위치하는 영역을 채널 영역이라 한다.

또한, 실리콘층(541) 상에서, 채널 영역의 소스 측에는 소스 영역이 설치되어 있는 한편, 채널 영역의 드레인 측에는 드레

인 영역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에서, 소스 영역은 소스 절연층(582)과 제1 층간 절연층(583)에 걸쳐서 개구하는 콘택트

홀을 통해, 소스 전극(543)에 접속되어 있다. 한편, 드레인 영역이 게이트 절연층(582)과 제1 층간 절연층(583)을 통해 개

구하는 콘택트 홀을 통해, 소스 전극(543)과 동일 층으로 되는 드레인 전극(541)에 접속되어 있다. 화소 전극(323)은 드레

인 전극(544)을 통해, 실리콘층(541)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되어 있다.

다음은, 도 11(a) ~ 도 11(e) 및 도 12(a) ~ 도 12(e)를 참조하면서 도 10에 나타낸 유기 EL 표시장치(600)의 제조 프로세

스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기판 P 위에 실리콘층(541)을 형성한다. 실리콘층(541)을 형성할 때에는, 우선, 도 1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판

P의 표면에 테트라에소시실란(TEOS)이나 산화가스 등을 원료로하여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두께가 약 200 ~ 500㎚의

실리콘 산화막으로 이루어진 보호층(581)을 형성한다.

다음은, 도 1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판 P의 온도를 약 350℃로 설정하여, 보호층(581)의 표면에 플라즈마 CVD법 혹

은 ICVD법에 의해 두께가 약 30 ~ 70㎚의 아모포스(amorphous) 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지는 반도체층(541A)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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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반도체층(541A)에 대해 레이저 아닐링(annealing)법, 급속가열법, 또는 고체상 성장법(solid phase epitaxy)

등에 의해 결정화 공정을 수행하고, 반도체층(541A)을 폴리 실리콘층으로 결정화한다. 레이저 아닐링법에는, 예를 들면,

엑시머 레이저에 빔의 길이가 400mm의 라인빔(line beam)을 이용하고, 이 출력 강도는 예를 들면 200mJ/cm2으로 한다.

라인빔에 있어서는, 이 지름 방향에서의 레이저 강도의 피크값의 90%에 상당하는 부분이 각 영역마다 중첩되도록 라인빔

을 조사한다.

다음은, 도 11(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도체층(즉, 폴리 실리콘층)(541A)을 패터닝하여 섬(island) 모양의 실리콘층

(541)으로 형성한다. 이 후에, 그 표면에 대하여, TEOS나 산화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두께가 약

60 ~ 150nm의 실리콘 산화막 또는 질화막으로 이루어진 게이트 절연막(582)을 형성한다. 또한, 실리콘층(541)은 도 8에

나타낸 제 2의 박막 트렌지스터(324)의 채널 영역 및 소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하지만, 다른 단면 위치에 있어서는 제 1의

박막 트렌지스터(322)의 채널 영역 및 소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하는 반도체막도 형성된다. 즉, 2가지 종류의 트렌지스터

(322, 324)는 동시에 형성되지만, 동일한 순서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트렌지스터에 관련하여, 제 2의

박막 트렌지스터(324)만 설명하고, 제 1의 박막 트렌지스터(322)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게이트 절연막(582)은 다공(多孔)성을 갖는 실리콘 산화막(SiO2막)도 좋다. 다공성을 갖는 SiO2막으로 이루어진 게

이트 절연막(582)은 반응가스로서 Si2H6와 03를 이용하여서, CVD법(즉, 화학적 기상(vapor) 성장법)에 의해 성장된다.

이들의 반응가스를 이용하고, 기상 중에서 큰 입자의 SiO2가 형성되고, 그 큰 입자의 SiO2가 실리콘층(541)이나 보호층

(581)의 위에 퇴적된다. 이 때문에, 게이트 절연막(582)는 그층에 많은 공간을 갖는 다공질체(porous body)로 된다. 또한,

게이트 절연층(582)은 다공질체로 되는 것으로 인해, 낮은 유전상수를 갖는다.

또한, 게이트 절연막(582)의 표면에 수소 플라즈마 처리를 하는 것도 좋다. 그것에 의해, 공간의 표면의 Si-O 결합에서 불

포화 결합가 Si-H로 대체되고, 막의 내흡습성이 양호해 진다. 그리고, 그 플라즈마 처리된 게이트 절연층(582)의 표면에

별도의 SiO2층을 설치해도 좋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낮은 유전상수의 절연층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게이트 절연층(582)을 CVD법으로 형성할 때의 반응가스는, Si2H6+O3 이외에, Si2H6+O2, Si3H8+O3 및 Si3

H8+O2를 이용하여도 좋다. 더욱이, 상기의 반응가스 이외에, 붕소(B)을 함유하는 반응가스 또는 불소(F)를 함유하는 반응

가스를 이용하여도 좋다.

더욱이, 게이트 절연층(582)를 잉크젯법(액적 토출법)을 이용하여 형성하여도 좋다. 게이트 절연층(582)을 형성하기 위한

토출 헤드로부터 토출시키는 액상 재료로는, 상술한 SiO2등의 재료를 적당한 용매에 분산하여 페이스트화한 것이나, 절연

성 재료를 함유한 졸(sol)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절연성 재료를 함유한 졸로는, 테트라에소시실란 등의 실란 화합물을 에탄

올 등의 적당한 용매에 용해시킨 것이나, 알루미늄의 킬레이트염(chelate salt), 유기 알카리 금속염 또는 유기 알카리 토

류(土類) 금속염 등을 함유하는 조성물에 용해시킨 것도 좋다. 이러한 재료를 소성하여 무기 산화물만 남도록 한다. 잉크젯

법에 의해 형성된 게이트 절연층(582)은 이후에 예비 건조된다.

잉크젯법에 의해 게이트 절연층(582)을 형성할 때에는, 게이트 절연층(582)을 형성하기 위한 토출 동작을 하기 전에, 보호

층(581)이나 실리콘층(541)에 대해 액상 재료의 친화성을 제어하는 표면 처리를 하는 것도 좋다. 이런 경우의 표면 처리

는, UV, 플라즈마 처리 등의 친액(liquid affinity) 처리이다. 이러한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게이트 절연층(582)을 형성하기

위한 액상 재료는 보호층(581) 등에 밀착과 동시에, 평탄화 된다.

다음은, 도 11(d)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게이트 절연층(582) 위에 알루미늄, 탄탈룸(tantalum), 몰리브데늄(molybdenum),

티타늄(titanium), 텅스텐 등의 금속을 포함하는 도전막을 스퍼터링(sputtering)법에 의해 형성한다. 그 후에, 이 막을 패터

닝하여 게이트 전극(542)을 형성한다. 이 상태에서, 고농도의 인(phosphorous) 이온을 주입하여, 실리콘층(541)에 게이

트 전극(542)에 대해 자기 정합적인 소스 영역(541s) 및 드레인 영역(541d)을 형성한다. 이러한 경우, 게이트 전극(542)

은 패터닝 마스크로써 이용된다. 또한, 불순물이 도입 되지 않은 부분이 채널 영역(541c)으로 된다.

다음은, 도 11(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층간 절연층(583)을 형성한다. 제1 층간 절연층(583)은 게이트 절연층(582)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리콘 산화막 또는 질화막, 다공성을 갖는 실리콘 산화막 등에 의해 형성되고, 게이트 절연층(582)의 형

성 방법과 같은 순서로 게이트 절연층(582)의 상층에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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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제1 층간 절연층(583)의 형성공정을 게이트 절연층(582)의 형성공정과 같이 잉크젯법에 의해 수행하는 것도 좋

다. 제1 층간 절연층(583)을 형성하기 위한 토출 헤드로부터 토출시키는 액상 재료로는, 게이트 절연층(582)과 같은 SiO2

등의 재료를 적당한 용매에 분산한 페이스트화한 것이나, 절연성 재료를 함유한 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절연성 재료를

함유한 졸로는, 테트라에소시실란 등의 실란 화합물을 에탄올 등의 적당한 용매에 용해한 것이나, 알루미늄의 킬레이트염,

유기 알카리 금속염 또는 유기 알카리 토류 금속염 등을 함유하는 조성물에 용해시킨 것도 좋다. 이러한 재료를 소성하여

무기 산화물만 남도록 한다. 잉크젯법에 의해 형성된 제1 층간 절연층(583)은 이후에 예비 건조된다.

잉크젯법에 의해 제1 층간 절연층(583)을 형성할 때에는, 제1 층간 절연층(583)을 형성하기 위한 토출 동작을 하기 전에,

게이트 절연층(582) 상면에 대해 액상 재료의 친화성을 제어하는 표면 처리를 하는 것도 좋다. 그러한 경우의 표면 처리는,

UV, 플라즈마 처리 등의 친액 처리이다. 이러한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제1 층간 절연층(583)을 형성하기 위한 액상 재료

는 게이트 절연층(582)에 밀착되는 동시에 평탄화 된다.

이 제1 층간 절연층(583) 및 게이트 절연층(582)에 포토리소그라피(photolithographic)법을 이용하여 패터닝함으로써,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에 대응하는 콘택트 홀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제1 층간 절연층(583)을 덮도록, 알루미늄이나 크

롬, 탄탈룸 등의 금속으로 이루어진 도전층을 형성한 후, 그 도전체 상에,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이 형성되는 커버

(cover) 영역을 덮도록 패터닝 마스크를 설치하는 동시에, 도전층을 패터닝하는 것에 의해, 소스 전극(543) 및 드레인 전

극(544)을 형성한다.

다음은,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제1 층간 절연층(583) 위에 신호선, 공통 전원선, 주사선을 형성한다. 이 때, 이들에 둘러싸

인 영역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발광층 등을 형성하는 화소가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백 에미션형으로 되는 경우에는,

TFT(324)가 상술한 각 배선에 둘러싸여진 개소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지 않도록, 각 배선을 형성한다.

다음은, 도 1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2층간 절연층(584)을 제1 층간 절연층(583), 각 전극(543, 544), 상기 각 배선(도

시하지 않음)을 덮도록 형성한다.

제2층간 절연층(584)은 잉크젯법에 의해 형성된다. 여기서, 패턴 형성 장치(100)의 제어부(60)는, 도 1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드레인 전극(544)의 상면에 비토출(non-ejection) 영역(즉, 비적하(non-drip) 영역) H를 설정하고, 드레인 전극

(544) 중에서 비토출 영역 H 이외의 부분, 소스 전극(543) 및 제1 층간 절연층(583)을 덮도록, 제2층간 절연층(584)을 형

성하기 위한 액상 재료를 토출하고, 제2층간 절연층(584)을 형성한다. 이러한 결과로서, 콘택트 홀(323a)이 형성된다. 또

는, 콘택트 홀(323a)을 포토리소그라피법으로 형성하여도 좋다.

여기서, 제2층간 절연층(584)을 형성하기 위한 토출 헤드로부터 토출되는 액상 재료에 있어서는, 제1 층간 절연층(583)과

마찬가지로, SiO2 등의 재료를 적당한 용매에 분산하여 페이스트화한 것이나, 절연성 재료를 함유하는 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절연성 재료를 함유하는 졸로는, 테트라에소시실란 등의 실란 화합물을 에탄올 등의 적당한 용매에 용해시킨 것이

나, 알루미늄의 킬레이트염, 유기 알카리 금속염 또는 유기 알카리 토류 금속염 등을 함유하는 조성물에 용해시킨 것도 좋

다. 이러한 재료를 소성하여 무기 산화물만 남도록 한다. 잉크젯법에 의해 형성된 제2층간 절연층(584)은 이후에 예비 건

조된다.

잉크젯법에 의해 제2층간 절연층(584)을 형성할 때에는, 제2층간 절연층(584)을 형성하기 위한 토출 동작을 하기 전에,

드레인 전극(544)의 비토출 영역 H에 대한 액상 재료의 친화성을 제어하는 표면 처리를 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경우의 표

면 처리는 발액(liquid repellency) 처리이다. 이러한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비토출 영역 H에는 액상 재료가 배치되지 않

고, 콘택트 홀(323a)를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비토출 영역 H 이외의 드레인 전극(544) 상면, 소스 전극(543)

상면, 제1 층간 절연층(583) 상면에는, 미리 친액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제2층간 절연층(584)을 형성하기 위한 액상 재료

는 제1 층간 절연층(583)이나 소스 전극(543) 상면, 드레인 전극(544) 중에서 비토출 영역 H 이외의 부분에 밀착하는 동

시에, 평탄화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2층간 절연층(584) 중에서 드레인 전극(544)에 대응하는 부분에 콘택트 홀(323a)을 형성하면서, 드레

인 전극(544)의 상층에 제2층간 절연층(584)을 형성하려면, 도 1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콘택트 홀(323a)에 ITO등의 도

전성 재료를 충전하도록, 즉, 콘택트 홀(323a)을 통하여서 드레인 전극(544)에 접속하도록 도전성 재료를 패터닝하고, 화

소 전극(즉, 양극)(323)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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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EL 소자에 접속하는 양극(323)은 ITO나 불소를 도핑한 SnO2, 또는 ZnO 또는 폴리아미드 등의 투명 전극 재료로 구

성되고, 콘택트 홀(323a)을 통하여 TFT(324)의 드레인 전극(544)에 접속되어 있다. 양극(33)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기

투명 전극 재료로 구성된 막을 제2층간 절연층(584) 상면에 형성하고, 이 막을 패터닝함으로써 형성된다.

양극(323)을 형성하고 나서, 도 12(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2층간 절연층(584)의 소정 위치 및 양극(323)의 일부를 덮도

록, 제3 절연층(521)인 유기 뱅크(bank) 층을 형성한다. 제3 절연층(521)은 아크릴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등의 합성 수지

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제3 절연층(521)의 형성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아크릴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등의 레지스트

를 용매에 용해시킨 것을 스핀(spin) 코딩 또는 딥(dip) 코딩법 등에 의해 도포하여 절연층을 형성한다. 또한, 절연층의 구

성 재료는 후술하는 액상 재료의 용매에 용해되지 않은, 또한 에칭 등에 의해 쉽게 패터닝 될 수 있으면 어느 것이라도 좋

다. 그리고, 절연층을 포토리소그라피 기술 등에 의해 동시에 에칭하여, 개구부(521a)를 형성함으로써, 개구부(521a)를 구

비한 제3 절연층(521)이 형성된다.

여기서, 제3 절연층(521)의 표면에는, 친액성을 나타내는 영역과, 발액성을 나타내는 영역이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플라즈마 처리공정에 의해, 각 영역을 형성한다. 구체적으로는 플라즈마 처리공정은 예비 가열공정과, 개구부(521a)의 벽

면 및 화소 전극(323)의 전극면을 친액성을 갖도록 하는 친액화 공정과, 제3 절연층(521)의 상면을 발액성을 갖도록 하는

발액화 공정 및 냉각공정을 갖는다.

즉, 기판(즉, 제3 절연층 등을 포함하는 기판 P)을 소정 온도(예를 들면, 약 70 ~ 80℃)로 가열한다. 다음으로 친액화 공정

으로 대기 분위기에서 산소를 반응가스로하는 플라즈마 처리(즉, O2 플라즈마 처리)를 수행한다. 이어서, 발액화 공정으로

대기 분위기에서 4불화(tetrafluoride) 메탄(methane)을 반응 가스로하는 플라즈마 처리(즉, CF4 플라즈마 처리)를 수행

한다. 플라즈마 처리로 인해 가열된 기판을 실온으로 냉각하여서, 친액성 및 발액성이 소정 영역에 부여된다. 또한, 화소

전극(323)의 전극면에 대해서도, 이 CF4 플라즈마 처리의 영향을 다소 받지만, 화소 전극(323)의 재료인 ITO 등은 불소에

대하여 친화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액화 공정에 부여된 수산기(hydroxyl group)가 불소기(fluirine group)로 치환되지

않고, 친액성이 유지된다.

다음은, 도 12(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극(323)의 상면에 정공 수송층(370)을 형성한다. 여기서, 정공 수송층(370)의 형

성 재료로써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고 공지의 재료가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트리페닐아민(triphenylamine) 유도체

(TPD), 피라졸린(pyrazoline) 유도체, 아릴라민(arylamine) 유도체, 스틸벤(stilbene) 유도체, 트리페닐디아민

(triphenyldiamine) 유도체 등으로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국 공개특허 S63-70257, S63-175860, 공개특허

H02-135359, H02-135361, H02-209988, H03-37992 및 H03-152184호 공보에 기재되어 있는 것 등이 예시되어 있

지만, 트리페닐디아민 유도체가 바람직하고, 이들 중에서 4,4'-비스(bis)(N(3-메틸페닐)-N-페닐아미노) 비페닐

(biphenyl)이 주로 사용된다.

또한, 정공 수송층 대신으로 정공 주입층을 형성하는 것도 좋고, 또한 정공 주입층과 정공 수송층을 모두 다 형성하는 것도

좋다. 이 경우, 정공 주입층의 형성 재료로는, 예를 들면, 동 프탈로시아닌(copper phthalocyanine)(CuPc)이나, 폴리테트

라하이드로티오페닐페닐린(polytetrahydrothiophenylphenylene)인 폴리페닐린 비닐린(polyphenylene vinylene),

1,1-비스-(4-N,N-디톨리아미노페닐(ditolylaminophenyl))시클로헥산(cyclohexane), 트리스(8-히드록시퀴놀린올)알

루미늄(tris(8-hydroxyquinolinole)aluminum)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동 프탈로시아닌(CuPc)을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정공 주입/수송층(370)을 형성할 때에는, 잉크젯법이 이용된다. 즉, 상술한 정공 주입/수송층 재료를 포함하는 조성물 액

상 재료를 양극(323)의 전극 면 위에 토출한다. 그 후, 예비 건조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양극(323) 위에 정공 주입/수송층

(370)이 형성된다. 또한, 이 정공 주입/수송층 형성공정 이후는 정공 주입/수송층(370) 및 발광층(유기 EL 층)(360)의 산

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 분위기, 아르곤 분위기 등의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토출 헤드(도시하지 않음)에 정공 주입/수송층 재료를 포함하는 조성물 액상 재료를 충전하고, 토출 헤드의 토출 노즐을 양

극(323)의 전극 면에 대향시키고, 토출 헤드와 기재(즉, 기판 P)를 상대 이동시키면서, 토출 노즐로부터 1액적에 해당하는

액량이 제어된 잉크 액적을 전극 면에 토출한다. 다음에, 토출 후의 액적을 건조 처리하여 조성물 액상 재료에 포함되는 극

성 용매를 증발시킴으로써, 정공 주입/수송층(370)이 형성된다.

조성물 액상 재료로써는,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polyethlene) 디옥시티오펜(dioxythiophene) 등의 폴리티오펜

(polythiophene) 유도체와, 폴리스타이렌(polystyrene) 술폰산(sulfonate) 등의 혼합물을 이소프로필(isopropyl)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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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극성 용매에 용해시킨 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토출된 액적은 친액 처리된 양극(323)의 전극 면 위에

퍼지고, 개구부(521a)의 저부 근방에 채우게 된다. 반면에, 발액 처리된 제3 절연층(521)의 상면에는 액적이 반발되어 부

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액적이 소정의 토출위치로부터 벗어나서 제3 절연층(521)의 상면으로 토출되어도, 상기 상면은

액적에 젖지 않고, 반발된 액적이 제3 절연층(521)의 개구부(521a) 내로 흘러들게 된다.

다음은, 정공 주입/수송층(370) 상면에 발광층(360)을 형성한다. 발광층(360)의 형성 재료로써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고,

저분자의 유기 발광색소나 고분자 발광체, 즉 각종의 형광물질이나 인광물질로 이루어진 발광물질이 사용가능하다. 발광

물질로 사용되는 공역계 폴리머 중에서는 아릴렌-비닐렌(arylene-vinylene) 구조가 특히 바람직하다. 저분자 형광체에서

는, 예를 들면, 나프탈렌(naphthalene) 유도체, 안트라센(anthracene) 유도체, 페릴렌(perylene) 유도체, 폴리메틴

(polymethine)계, 크산텐(xanthene)계, 쿠마린(coumarine)계, 시아닌(cyanine)계 등의 색소류, 8-히드퀴놀린올(8-

hydroquinoline) 및 그 유도체의 금속화합물, 방향족 아민(amines), 테트라페닐시클로펜타딘

(tetraphenylcyclopentadiene) 유도체 등, 또는 미국 특허 제4,356,429 및 4,539,507호 공보에 기재되어 있는 공지의 것

이 사용 가능하다.

발광층(360)은 정공 주입/수송층(270)의 형성 방법과 마찬가지의 순서로 형성된다. 즉, 잉크젯법에 의해 발광층 재료를 포

함한 조성물 액상 재료를 정공 주입/수송층(370)의 상면에 토출한 후에, 예비 건조 처리를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제3 절연

층(521)에 형성된 개구부(521a) 내부의 정공 주입/수송층(370) 위에 발광층(360)이 형성된다. 이 발광층 형성공정도 상술

한 바와 같이 불활성 가스 분위기 하에서 수행된다. 토출된 조성물 액상 재료는 발액 처리된 영역에서 반발되기 때문에, 액

적이 소정의 토출 위치로부터 벗어나도, 반발된 액적이 제3 절연층(521)의 개구부(521a) 내로 흘러들어 간다.

다음은, 발광층(360)의 상면에 전자 수송층(350)을 형성한다. 전자 수송층(350)도 발광층(360)의 형성 방법과 마찬가지

로, 잉크젯법에 의해 형성된다. 전자 수송층(350)의 형성 재료로써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고, 옥사디아졸(oxadiazole) 유

도체, 안트라퀴노다이메탄(anthraquinodimethane) 및 그 유도체, 벤조퀴논(benzoquinone) 및 그 유도체, 나프토퀴논

(naphthoquinone) 및 그 유도체, 안트라퀴논(anthraquinone) 및 그 유도체, 테트라시아노안트라퀴노다이메탄

(tetracyanoanthraquinodimethane) 및 그 유도체, 플로레논(fluorenone) 유도체, 디페닐 디시아노에틸렌(diphenyl

dicyanoethylene) 및 그 유도체, 디페노퀴논(diphenoquinone) 유도체, 8-히드록시퀴놀린(hydroxyquinoline) 및 그 유도

체의 금속 화합물 등이 예시된다. 구체적으로는, 앞의 정공 수송층의 형성 재료와 마찬가지로, 일본국 공개특허 S63-

70257호, S63-175860호, H2-135359호, H2-135361호, H2-209988호, H3-37992호, H3-152184호 공보에 기재되

어 있는 것 등이 예시되고, 특히 2-(4-비페닐릴)-5-(4-t-부틸페닐)-1,3,4-옥사디아졸(BPBD), 벤조퀴논, 안트라퀴논,

트리스(8-히드록시퀴놀린올)알루미늄이 바람직하다. 잉크젯법에 의해 조성물 액상 재료를 토출한 후, 예비 건조 처리가

수행된다.

또한, 상술한 정공 주입/수송층(370)의 형성 재료나 전자 수송층(350)의 형성 재료를 발광층(360)의 형성 재료에 혼합하

고, 발광층 형성 재료로 사용하여도 좋다. 이 경우에, 정공 주입/수송층 형성 재료나 전자 수송층 형성 재료의 사용량은 사

용하는 화합물의 종류 등에 의해서 다르지만, 충분한 성막성과 발광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들을 고려하여 적당

하게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발광층 형성 재료에 대해 1 ~ 40 중량%로 되고, 또는 바람직하게는 2 ~ 30 중량%로 된다.

다음은, 도 12(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자 수송층(350) 및 제3 절연층(521)의 상면에 음극(522)을 형성한다. 음극(522)

은 전자 수송층(350) 및 제3 절연층(521)의 표면 전체, 또는 스트라이프(stripe)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음극(522)에 있

어서는, 물론 Al, Mg, Li, Ca 등의 단체(單體) 재료나 Mg:Ag(10:1 합금)의 합금 재료로 구성되는 1층으로 형성되어도 좋지

만, 2층 또는 3층으로 구성된 금속(합금을 포함)층으로서 형성되어도 좋다. 구체적으로는, Li2O(0.5nm 정도)/Al 이나 LiF

(0.5nm 정도)/Al, MgF2/Al으로 된 적층구조의 것도 사용 가능하다. 음극(222)은 상술한 금속으로 구성된 박막이고, 광이

투과 가능하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각 절연층을 형성할 때에 잉크젯법을 이용하지만, 소스 전극(543)이나 드레인 전극(544), 또는 양극

(323)이나 음극(522)을 형성할 때에 잉크젯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예비 건조 처리는 조성물 액상 재료의 각각을 토출 후

수행된다.

도전성 재료층을 구성하는 도전성재료(디바이스 형성용 재료)로써는, 소정의 금속, 또는 도전성 폴리머(polymer)가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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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으로는, 금속 페이스트의 용도로써 은, 금, 니켈, 인듐, 주석, 납, 아연, 티타늄, 동, 크롬, 탄탈룸, 텅스텐, 팔라듐, 백금,

철, 코발트, 붕소, 실리콘, 알루미늄, 마그네슘, 스칸듐, 로듐, 이리듐, 바나듐, 루테늄, 오스뮴, 니오븀, 비스무트, 바륨 등으

로 구성하는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금속 또는 이들의 합금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산화은(AgO 또는 Ag2O)이

나 산화동 등도 예로 들 수 있다.

상기 도전성 재료를 토출 헤드로부터 토출 가능하게 페이스트화할 때의 유기용매로써는, 탄소수 5 이상의 알코올류(예를

들면, 테르피네올(terpineol), 시트로넬올(citronellol), 게라니올(geraniol), 네롤(nerol), 페네틸(phenethyl) 알코올) 1종

이상을 함유하는 용매, 또는 유기 에스테르류(예를 들면, 아세트산 에틸(ethyl acetate), 올레산 메틸(methyl oleate), 아

세트산 부틸(butyl acetate), 클리세리드(glyceride))의 1종 이상을 함유하는 용매이면 좋고, 사용하는 금속 또는 금속 페

이스트의 용도에 의해 적당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는, 미네랄 스피리트(spirit), 트리데칸(tridecane), 도데실벤젠

(dodecylbenzene) 또는 이들의 혼합물, 또는 이들에 -테르피네올을 혼합한 것, 탄소수 5 이상의 탄화수소

(hydrocarbon)(예를 들면, 피넨(pinene) 등), 알코올(예를 들면, n-헵탄올(heptanol) 등), 에테르(예를 들면, 에틸벤질에

테르(ethylbenzylether) 등), 에스테르(예를 들면, n-부틸스테아레이트(butylstearate) 등), 케톤(ketone)(예를 들면, 디

이소프로페놀(diisopropanole) 케톤 등), 유기질소 화합물(예를 들면, 트리이소프로페놀(triisopropanole) 아민(amine)

등), 유기규소 화합물(예를 들면, 실리콘 유(oil) 등), 유기유황 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이용할 수 있다. 유기 용매 중

에서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유기물을 첨가하여도 좋다. 용매에 따라서, 예비 건조 처리를 할 때의 가스온도가 설정된다.

상기 실시예의 유기 EL 표시장치(디바이스)(600)를 구비한 전자기기(800)의 예에 있어서 설명한다.

도 13(a)는 휴대전화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13(a)에 있어서, 휴대전화(1000)(전자기기(800))는, 상기의 유기

EL 표시장치(600)를 이용한 표시부(1001)를 구비한다.

도 13(b)는 손목시계형 전자기기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13(b)에 있어서, 손목시계(1100)(전자기기(800))는, 상

기의 유기 EL 표시장치(600)를 이용한 표시부(1101)를 구비한다.

도 13(c)는 워드 프로세서, 개인용 컴퓨터 등의 휴대형 정보처리 장치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13(c)에 있어서, 정

보처리 장치(1200)(전자기기(800))는, 키보드 등의 입력부(1202), 정보처리 장치본체(1204), 상기의 유기 EL 표시장치

(600)를 이용한 표시부(1206)를 구비한다.

도 13(d)는 박형 대화면 텔레비전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13(d)에 있어서, 박형 대화면 텔레비전(1300)(전자기

기(800))은, 박형 대화면 텔레비전 본체(하우징)(1302), 스피커 등의 음성 출력부(1304), 상기의 유기 EL 표시장치(600)

를 이용한 표시부(1306)를 구비한다.

이상의 상술한 실시예에서, 도 13(a) ~ 13(d)에 나타내 보이는 전자기기(800)는, 상기 실시예의 유기 EL 표시장치(600)를

표시부(1001, 1101, 1206, 1306)로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 품질이 우수하고, 밝은 화면을 구비한 전자기기(800)

로 된다.

상기 실시예는 본 발명의 패턴 형성 방법을, 유기 EL 표시 디바이스의 구동용 TFT의 배선 패턴 형성에 적용한 것이지만,

유기 EL 표시 디바이스에 한하지 않고,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디바이스의 배선 패턴의 제조, 액정 표시 디바이

스의 배선 패턴의 제조 등, 각종 다층배선 디바이스의 제조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각종 다층 배선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경우와, 도전성 재료층 및 절연성 재료층의 어느 하나의 재료층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잉크젯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기 기술하고 설명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의 예이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추가, 생략, 대체 및 다른 변형 실시예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

기 설명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첨부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액상 재료의 랜딩 정밀도가 기판의 각 위치에 있어서 다른 경우에도, 각 위치에서 토출 헤드와 기판 사

이에 상대적 위치를 보정하는 것에 의해 토출 헤드로부터의 액적의 랜딩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 등이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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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패턴 형성 장치(100)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2는 토출 헤드 유닛(20)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토출 헤드(22)를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

도 4는 토출 헤드(22)를 나타내는 사시 단면도.

도 5(a) 및 도 5(b)는 기준판에 형성되는 마크 M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패턴 형성 장치(100)의 액적 토출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차트.

도 7은 기준판 Z 상에 랜딩된 액적 D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유기 EL 표시장치(600)의 회로도.

도 9는 화소의 확대 평면도.

도 10은 도 9의 선(A-A)에서 본 단면도.

도 11(a) 내지 도 11(e)는 유기 EL 표시장치(600)의 제조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도면.

도 12(a) 내지 도 12(e)는 도 11에서 계속되는 제조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도면.

도 13(a) 내지 도 13(d)는 유기 EL 표시장치(600)를 구비하는 전자기기(800)들을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P : 기판

D(Dr, Dg, Db) : 액적

Z : 기준판

M : 마크(mark)

30, 40 : 이동장치(보정부)

22(22R, 22G, 22B) : 토출 헤드(head)

36, 48 : 모터(보정부)

50 : 카메라(화상검출부)

62 : 연산부(변위량 검출부, 오차 산출부, 보정부)

100 : 패턴 형성 장치

211 : 노즐(nozzle) 구멍

600 : 유기 EL 표시장치(디바이스)

800 :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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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휴대전화(전자기기)

1100 : 손목 시계(전자기기)

1200 : 정보처리 장치(전자기기)

1300 : 박형 대형 텔레비전(전자기기)

1001, 1101, 1206, 1306 : 표시부(디바이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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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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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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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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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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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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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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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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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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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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