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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자선장치 및 그것에 이용되는 스페이서의 제조방법

요약

전자선장치는, 전자방출소자 및 행방향 배선을 지닌 리어 플레이트와, 메탈백을 지닌 페이스 플레이트와의 사이에, 기재의

표면을 피복하는 고저항막을 구비한 스페이서가 삽입되어 있고, 상기 고저항막을 개재해서 상기 행방향 배선과 메탈백이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또, 스페이서와 스페이서 근방의 전자방출소자와의 상대적인 위치관계에 관계없이 스페이서

근방의 전자방출소자 부근의 전계를 대략 일정하게 유지한다. 또한, 상기 행방향 배선과 대향하는 스페이서의 제 1대향면

상의 고저항막의 시트저항치를 R1, 상기 전자방출소자에 인접하는 측면상의 고저항막의 시트저항치를 R2라 할 때, R2/

R1을 10 내지 2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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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전자선장치를 표시한 부분파단 사시도

도 2는 도 1에 표시한 스페이서 근방의 부분을 표시한 확대단면도

도 3은 도 1에 표시한 형광막을 표시한 도면

도 4는 스페이서와 행방향 배선간의 접촉부를 표시한 확대모식도

도 5A 내지 도 5C는 스페이서의 제 1대향면에 대한 측면의 저항비가 큰 경우의 스페이서 근방의 등전위선과 전자궤도를

각각 표시한 도면

도 6은 도 5A 내지 도 5C에 표시한 A-A'선을 따른 전계를 플로트해서 얻어진 그래프

도 7A 내지 도 7C는 제 1대향면의 저항 R1이 측면의 저항 R2와 동등한 경우(저항비 R2/R1 = 1인 경우) 스페이서 근방의

등전위선과 전자궤도를 각각 표시한 도면

도 8은 도 7A 내지 도 7C에 표시한 E-E'선을 따른 전계를 플로트해서 얻어진 그래프

도 9는 스페이서의 위치어긋남량에 대한 전자궤도의 민감도의, 접촉면에 대한 측면의 저항비 R2/R1에 대한 의존성을, 시

뮬레이션에 의해서 구한 결과를 표시한 그래프

도 10A 내지 도 10C는 각 실시예에서 사용된 스페이서를 제작할 때의 막형성 방향을 각각 표시한 설명도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서 제작한 전자선장치를 표시한 부분파단 사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1: 전자원 기판 1012: 전자방출소자

1013: 행방향 배선 1014: 열방향 배선

1015: 리어 플레이트 1016: 측벽

1017: 페이스 플레이트 1018a: 형광막

1018b: 흑색부재 1019: 메탈백

1020: 스페이서 1021: 기재

1022: 고저항막 1023: 블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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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를 들면, 패널형의 화상표시장치, 화상기록장치 등의 화상형성장치 등으로서 이용되는 전자선장치, 특히 매

우 적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이 가능한 고저항막으로 피복된 스페이서를 이용한 전자선장치 및 해당 스페이서의 제조방

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패널형의 전자선장치는, 전자방출소자 및 해당 전자방출소자의 구동용의 배선을 지닌 제 1기판과, 상기 배선

의 전위와는 다른 전위로 설정된 도전성 부재를 지닌 제 2기판을 서로 공간적인 간격을 두고 분리해서 대향시켜, 이들 제 1

기판과 제 2기판의 주위를 밀봉한 것으로, 필요한 내대기압성을 얻기 위해, 상기 제 1기판과 제 2기판사이에 절연성의 스

페이서를 삽입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스페이서가 대전해서, 스페이서 근방의 전자궤도에 영향을 미쳐 전자발

광위치를 일탈시켜서, 예를 들면, 스페이서 근방의 화소의 휘도저하나 색혼입 등의 화상열화를 일으키기 쉬운 문제가 있

다. 또, 제 2기판의 도전성 부재는, 예를 들면, 전자방출소자로부터 방출된 전자를 가속시키는 가속전극 등으로서 사용되

는 것이며, 이 도전성 부재에는, 고압이 인가되므로, 스페이서 표면의 대전이 연면(沿面)방전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종래, 이와 같은 스페이서 표면의 대전방지책으로서, 특허문헌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스페이서에 매우 적은 전류를 흘려

서 대전을 제거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절연성의 스페이서 표면에 대전방지막으로서의 고저항막을 형성하

고, 이 고저항막을 제 1기판쪽의 배선과 제 2기판쪽의 도전성 부재에 저저항의 도전성 부재를 개재해서 접속해서, 스페이

서 표면에 매우 적은 전류가 흐르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저저항의 도전성 부재는, 스페이서와 페이스 플레이트 및 리어

플레이트와의 접촉면에 형성되어 있다.

또, 특허문헌 2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스페이서의 표면에 전자궤도의 편향 혹은 집중용의 저저항의 전극을 적어도 1

개 설치해서, 이 전극의 전위를 제어함으로써 스페이서 근방의 전자궤도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알려져 있

다.

특허문헌 1: 미국특허 제 5,760,538호

특허문헌 2: 미국특허 제 5,859,502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 종래의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즉, 스페이서 표면에 전극과 같은 저저항부를 형성해서, 스페이서와 스페이서 근방의 전자방출소자와의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관계가 소망의 위치로부터 어긋난 경우, 스페이서 근방의 전계분포가 크게 변화하므로, 스페이서 근방의 전자궤도가

변동함으로써, 전자빔의 도달위치에 어긋남이 생길 경우가 있다. 이 스페이서와 전자방출소자와의 위치관계의 어긋남은,

예를 들면, 스페이서의 설치위치가 소정의 위치로부터 벗어난 경우나, 스페이서가 경사진 경우, 혹은 스페이서 기재의 형

상이 소망의 형상과 다른 경우 등에 생길 수 있다.

상기 전자빔의 도달위치 어긋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a) 전자선장치 제조시에 스페이서의 설치위치 정밀도를

높여, 전계분포의 변동을 전자궤도에의 영향이 크지 않을 정도의 위치 어긋남으로 억제하거나, (b) 스페이서 기재의 가공

정밀도를 향상시키거나, 혹은 (c) 스페이서 표면에 형성되는 전극의 위치 정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스페이서 표면에

형성되는 전극의 전위를, 스페이서의 위치어긋남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전자궤도를 제어함으로써도, 전자빔의 도달

위치 어긋남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제조공정의 복잡화나, 수율의 저하, 혹은 장치 제어의 복잡화를 수반하여, 제조비를 상승시키는 원인

으로 된다. 또, 고정밀도에서의 조립을 행한다 해도, 그 후의 열공정 등에서 위치가 변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예를 들면, 스페이서가 리브(rib)형상 혹은 판형상인 경우, 스페이서가 길이(장축)방향으로 휘고 있는

경우나 평행하지 않은 경우 등, 근방의 전자방출소자와의 상대위치가 1개의 스페이서내에서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

기 방법에서는 그 스페이서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에 비추어 이루어진 것이다.

등록특허 10-0593524

- 3 -



본 발명의 목적은, 스페이서 표면과 스페이서 근방의 전자방출소자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관계없이, 스페이서 근방에 위

치된 전자방출소자 부근의 전계를 대략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전자선 장치 및 이 전자선 장치에 이용되는 스페이

서의 간편한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제 1측면에 의하면, 전자선장치는, 전자방출소자 및 제 1도전성 부재를 지닌 제 1기판, 상기 제 1도전성 부재의

전위와는 다른 전위로 설정되는 제 2도전성 부재를 지닌 제 2기판 및 기재의 표면을 피복하는 고저항막을 지니고, 상기 제

1도전성 부재와 제 2도전성 부재가 접촉한 상태에서 상기 제 1도전성 부재와 상기 제 2도전성 부재사이에 삽입된 스페이

서를 구비하고 있다. 또, 상기 제 1도전성 부재와 제 2도전성 부재는 상기 고저항막을 통해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또한, 상기 제 1도전성 부재와 대향하는 상기 스페이서의 제 1대향면상의 고저항막의 시트저항치를 R1, 상기 전자방출소

자에 인접하는 측면상의 고저항막의 시트저항치를 R2라 할 때, R2/R1이 2 내지 200이다.

상기 R2/R1이 5 내지 100인 것, R2가 107 내지 1014Ω/□인 것 및 상기 제 2기판이 상기 전자방출소자로부터의 전자선의

조사에 의해서 화상을 형성하는 화상형성부재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기재의 표면을 피복하는 고저항막을 구비하고, 또한, 전자방출소자 및 제 1도전성 부재

를 지닌 제 1기판과, 상기 제 1도전성 부재의 전위와는 다른 전위로 설정되는 제 2도전성 부재를 지닌 제 2기판과의 사이

에, 상기 제 1도전성 부재와 제 2도전성 부재에 접촉한 상태에서 삽입되어, 상기 고저항막을 통해서 상기 제 1도전성 부재

와 제 2도전성 부재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스페이서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도전성 부재와 대향하는 제 1대향면

방향으로부터 막형성을 행하는 공정과, 상기 전자방출소자에 인접한 측면의 방향으로부터 막형성을 행하는 공정을 포함하

는 막형성공정에 따라 상기 고저항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막형성공정은, 제 1대향면상의 고저항막의 시트저항치를 R1, 상기 측면상의 고저항막의 시트저항치를 R2라 할 때,

R2/R1이 2 내지 200으로 되는 고저항막을 형성하는 공정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상기 막형성공정이, 상기 제 1대향면 방향으로부터 막형성하는 공정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상기 제 1대향면 방향으로

부터의 막형성조건과 동일한 막형성조건으로 행해지는, 상기 제 2도전성 부재에 대향하는 제 2대향면 방향으로부터 막형

성하는 공정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막형성 공정에 있어서의 막형성이, 상기 제 1대향면 방향 및 제 2대향면 방향만으로부터 막형성한 때에 얻어진

해당 제 1대향면 및 제 2대향면에 있어서의 고저항막의 시트저항을 r1, 상기 측면방향만으로부터 막형성한 때에 얻어지는

해당 측면에 있어서의 고저항막의 시트저항을 r2, 상기 제 1대향면 방향 및 제 2대향면 방향만으로부터 막형성한 때에 얻

어지는 상기 측면에 있어서의 고저항막의 시트저항을 r2', 상기 측면방향만으로부터 막형성한 때에 얻어지는 상기 제 1대

향면 및 제 2대향면에 있어서의 고저항막의 시트저항을 r1'라 한 때에, 하기의 관계:

r1 < r1',

r2 < r2' 및

(r1×r2') / (r1+r2') < (r2×r1')/(r2+r1')

를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기재의 표면을 피복하는 고저항막을 구비하고, 또한, 전자방출소자 및 제 1도전성 부재

를 지닌 제 1기판과, 상기 제 1도전성 부재의 전위와는 다른 전위로 설정되는 제 2도전성 부재를 지닌 제 2기판과의 사이

에, 상기 제 1도전성 부재와 제 2도전성 부재에 접촉한 상태에서 삽입되어, 상기 고저항막을 통해서 상기 제 1도전성 부재

와 제 2도전성 부재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스페이서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도전성 부재와 대향하는 제 1대향면

방향 및 상기 제 2도전성 부재와 대향하는 제 2대향면 방향만으로부터 막형성하는 막형성공정에 따라 상기 고저항막을 형

성하는 공정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대향면 및 제 2대향면상에 있어서의 고저항막의 시트저항치를 R1, 상기 전자방출소자

에 인접하는 측면상의 고저항막의 시트저항치를 R2라 할 때, R2/R1이 2 내지 200인 것 및 상기 R2가 107 내지 1014Ω/□

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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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상기 및 기타 목적과, 특징 및 이점 등은 첨부도면과 관련해서 취한 바람직한 실시형태의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

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의한 전자선 장치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의한 전자선장치를 표시한 부분파단 사시도, 도 2는 도 1에 표시한 스페이서 근방의 부분을

표시한 확대단면도, 도 3은 도 1에 표시한 형광막을 표시한 도면이다.

본 전자선장치는, 패널형의 화상표시장치로, 도 1 및 도 2에 있어서, 리어 플레이트(rear plate)(1015)는 제 1기판으로 기

능하고, 페이스 플레이트(1017)는 제 2기판으로서 기능하며, 측벽(1016)은 간격을 가지고 서로 대향배치된 리어 플레이

트(1015)와 페이스 플레이트(1017)의 둘레부에 삽입되어 있다. 이들 부재는 기밀용기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 부재에 의해

서 둘러싸인 내부 공간은 진공분위기로 유지되어 있다.

스페이서(1020)는, 리어 플레이트(1015)와 페이스 플레이트(1017)의 간격을 소정의 간격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내외의

공기차에 의한 기밀용기의 파손을 방지할 목적으로, 필요한 수가 리어 플레이트(1015)와 페이스 플레이트(1017)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개개의 스페이서(1020)를 소망의 위치로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블록(1023)은, 리어 플레이트(1015)쪽

에 고정되어 있는 동시에, 스페이서(1020)의 양단부를 유지하고 있다.

리어 플레이트(1015)에는, N×M개의 전자방출소자(1012)가 형성된 전자원기판(1011)이 고정되어 있다. 상기 N 및 M은

각각 2이상의 양의 정수로, 목적으로 하는 표시화소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정된다. 예를 들면, 고품위 텔레비젼의 표시를

목적으로 한 표시장치에 있어서는, N 및 M은, 각각 3000, 1000이상이 바람직하다. 도시된 전자방출소자(1012)는, 1쌍의

소자전극사이에 전자방출부인 균열이 형성된 도전성 박막을 접속한 표면전도형 전자방출소자로 되어 있으나, 예를 들면,

전계방출형 전자방출소자 등의 다른 적절한 냉음극소자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N×M개의 전자방출소자(1012)는, 제 1도전성 부재인 M본의 행방향 배선(1013)과 N본의 열방향 배선(1014)에 의

해 단순 매트릭스배선되어, 매트릭스구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하, N×M개의 전자방출소자(1012)와 M본의 행방향

배선(1013)과 N본의 열방향 배선(1014)에 의해서 구성되는 전자원 부분을 멀티전자빔원이라 칭한다.

페이스 플레이트(1017)의 하부면(내부면)에는, 형광막(1018a)이 형성되어 있다. 본 예의 화상표시장치는 컬러표시를 하

는 것으로, 형광막(1018a)에는 예를 들면, 적(R), 청(B), 녹(G)의 3원색의 형광체가 개별적으로 도포되어 있다. 각 색의 형

광체는, 도 3에 표시한 바와 같이, 스트라이프형상으로 개별적으로 도포되고, 인접하는 스트라이프간에는 흑색 부재(블랙

스트라이프)(1018b)가 설치되어 있다.

형광막(1018a)의 리어 플레이트(1015)쪽의 면에서는, 리어 플레이트(1015)쪽에 설치된 행방향 배선(1013)과 열방향 배

선(1014)이 전위와는 다른 전위로 설정되는 제 2도전성 부재인 메탈백(metal back)(1019)이 설치되어 있다. 이 메탈백

(1019)은, 형광막(1018a)을 구성하는 형광체가 발하는 광의 이용효율의 향상이나, 이온 등의 충격으로부터의 형광막

(1018a)의 보호를 위해 설치되고, 또한, 전자방출소자 (1012)로부터 방출된 전자를 가속시키기 위한 가속전압을 인가하

기 위한 전극으로서 기능한다.

또, 멀티전자빔원이나 페이스 플레이트 및 이들 구성부재를 포함하는 표시패널의 구성이나 제조법에 관한 상세는, 일본국

공개특허 제 2000-311633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다.

이하, 스페이서(1020)에 대해서 더욱 설명한다. 스페이서(1020)는, 도 2에 표시한 바와 같이, 절연성 재료로 이루어진 기

재(1021)의 표면에 고저항막(1022)을 형성함으로써 얻어진다. 또, 이 고저항막(1022)은, 전자방출소자(1012)에 인접하

는 스페이서(1020)의 측면과, 리어 플레이트(1015)쪽의 행방향 배선(1013)에 대향한 상기 스페이서(1020)의 제 1대향면

과, 페이스 플레이트(1017)쪽의 메탈백(1019)에 대향한 제 2대향면에 형성되어 있다. 또, 고저항막(1022)은, 도 2에 표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스페이서 (1020)에 있어서의 블록(1023)쪽의 면상에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그러나, 이 면은, 전자방

출소자(1012)에 인접하지 않으므로, 이 면의 고저항막(1022)의 형성은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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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서(1020)의 기재(1021)는, 전자선장치에 가해지는 대기압을 지지하는 데 충분한 기계적인 강도 및 전자선장치의

제작공정에 있어서 가해지는 열에 대한 내열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리 혹은 세라믹스 등의 재료를 적합하게 이용

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신에 기타 적절한 재료를 이용해도 된다.

고저항막(1022)은, 스페이서(1020)표면에 생긴 대전을 완화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며, 대전전하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정

도의 시트저항치를 지닐 필요가 있다. 통상, 고저항막(1022)의 시트저항치로서는, 1014Ω/□이하인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12Ω/□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시트저항치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스페이서

(1020)에 있어서의 소비전력이 증가한다. 따라서, 고저항막(1022)의 시트저항치는 적어도 107Ω/□이 바람직하다.

고저항막(1022)의 구성재료로서는, 예를 들면, 금속산화물, 알루미늄과 전이금속과의 질화물, 게르마늄과 전이금속과의

질화물, 탄소, 비정질 카본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속산화물로서는, 크롬, 니켈 또는 구리의 산화물이 바람직한

재료이다. 그 이유는, 이들 산화물은 2차전자방출효율이 비교적 작아, 전자방출소자(1012)로부터 방출된 전자가 스페이서

(1020)에 닿는 경우에 있어서도, 발생하는 대전량이 작기 때문이다. 또, 알루미늄과 전이금속과의 질화물은, 전이금속의

조성을 조정함으로써, 양도체로부터 절연체까지 넓은 범위로 저항치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재료이다. 전이금속

원소로서는 Ti, Cr, Ta 등을 들 수 있다. 또, 게르마늄과 전이금속과의 질화물도, 마찬가지로 조성의 조정에 의해서 양호한

대전완화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고저항막(1022)의 재료로서 바람직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이금속원로서는,

Ti, V, Cr, Mn, Fe, Co, Ni, Cu, Zr, Nb, Mo, Hf, Ta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전이금속은 단독으로 이용하는 외에, 적어도 2

종류의 전이금속을 병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탄소는 2차전자방출효율이 작으므로 바람직한 재료이다. 특히, 비정질 카

본은 고저항이므로, 고저항막(1022)의 저항을 소망의 값으로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다.

고저항막(1022)은, 이용되는 해당 고저항막(1022)의 종류에 따라서, 스퍼터링, 전자빔증착, 이온도금, 이온어시스트증착

법,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법, 플라즈마 CVD, 스프레이법 등의 기상계 박막형성수법에 의해 절연성의 기재

(1021)상에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 외에, 딥핑 등의 액상계 박막형성수법에 의해서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페이서(1020)의 제 1대향면과 제 2대향면과는, 각각 행방향 배선(1013)과 메탈백(1019)에 접촉하고 있고, 고저항막

(1022)을 개재해서 행방향 배선(1013)과 메탈백을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있다. 또, 본 실시형태에서는 스페이서(1020)의

제 1대향면은 행방향 배선(1013)과 접촉하고 있으나, 별도 접촉용의 배선이나 전극을 제 1도전성 부재로서 리어 플레이트

(1015)상에 설치하고, 스페이서(1020)에 접촉하도록 해도 된다. 또, 스페이서(1020)의 제 2대향면은 메탈백(1019)에 접

촉하고 있으나, 메탈백(1019)이 형광막(1018a)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흑색부재(1018b)를 도전체로 구성하고,

이것을 제 2도전성 부재로서 스페이서(1020)에 접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적어도 제 1대향면, 바람직하게는, 제 1대향면과 제 2대향면에 있어서의 고저항막(1022)의 시트저항

치를 R1로 하고, 전자방출소자(1012)에 인접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고저항막(1022)의 시트저항치를 R2로 한 때에, R2/

R1을 2 내지 200, 바람직하게는, 5 내지 100으로 함으로써, 소망의 작용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도 9는 본 전자선장치에

있어서의 , 스페이서(1020)의 위치어긋남량에 대한 전자궤도의 민감도(영향도)의, 접촉면에 대한 측면의 저항비 R2/R1에

대한 의존성을,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구한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세로축의 민감도(영향도)는, 정규의 위치로부터의 스페

이서(1020)의 위치어긋남량을 dxsp로 한 때의, 스페이서(1020) 근방의 전자궤도의 정규의 도달위치로부터의 어긋남량을

dxbeam으로 한 때에, dxbeam/dxsp로서 정의하였다. 도 9중, 실선으로 표시한 곡선은, 스페이서 (1020)가 근접하고 있는 쪽

의 전자방출소자(1012)로부터 방출된 전자에 대한 계산, 파선으로 표시한 곡선은, 역으로 스페이서(1020)가 분리되는 쪽

의 전자방출소자 (1012)로부터 방출된 전자에 대한 계산결과이다. dxbeam의 값이 양인 경우, 스페이서(1020)의 위치어긋

남에 따라서 전자궤도는 스페이서(1020)에 흡인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dxbeam의 값이 음인 경우에는, 역

으로, 스페이서(1020)의 위치어긋남에 따라서 전자궤도가 스페이서(1020)로부터 반발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

내고 있다.

도 9에 표시한 바와 같이, 저항비의 변화에 따라서, 스페이서(1020)의 위치어긋남에 대한 전자궤도의 민감도는 변화한다.

특히 저항비가 작을 때와, 저항비가 클 때에는, 스페이서(1020)의 위치어긋남에 대한 전자빔의 변화량의 민감도(영향도)

의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고, 중간인 어느 조건에 있어서 스페이서(1020)의 위치어긋남에 대한 전자궤도의 민감도가 극히

작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9에 파선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스페이서(1020)가 전자방출소자(1012)로부터 분리

되는(멀어지는) 방향으로 위치어긋난 경우, 저항비가 약 2를 초과하게 되면, 전자빔어긋남의 변화량은, 급감하고, 또, 도 9

중에서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항비가 200을 초월하면, 전자빔어긋남의 변화량은 급증한다. 또한, 스페이서 (1020)

가 전자방출소자(1012)로부터 분리되는(즉, 멀어지는) 방향으로 위치어긋난 경우와 비교해서, 스페이서(1020)가 전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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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1012)에 근접하는(전진하는) 방향으로 위치어긋난 경우에는, 민감도(영향도)가 크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저항비

가 5이상으로 되면, 전자빔어긋남의 변화량이 급감하고, 또한, 저항비가 100을 초과하면, 전자빔어긋남의 변화량이 급증

한다. 따라서, 스페이서(1020)의 저항비는, 2 내지 200인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5 내지 100이면 된다. 이

와 같이, 저항비를 적어도 2로 설정함으로써, 스페이서(1020)의 설치위치에 어긋남이 생겨도, 전자빔궤도에의 영향(민감

도)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한 동시에, 스페이서(1020)와 제 1도전성 부재(또는 제 2도전성 부재)와

의 사이에서 우수한 전기적 접속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저항비를 200이하로 설정함으로써, 스페이서(1020)와 제 1도전

성 부재와의 전기적인 접속을 확실하게 행하면서, 스페이서(1020)의 설치위치의 어긋남이 생겨도, 전자빔궤도에의 영향

(민감도)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제 1대향면과 제 2대향면에의 고저항막(1022)의 형성시

에 막형성재료가 측면에 표류으로써 막형성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도, 측면의 저항분포에의 영향을 전자궤도에 영향이 없

을 정도로 작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특히 바람직하게는, 저항비를 5≤R2/R1 ≤100으로 설정하면, 전술한 측면에의 막

형성의 영향을 보다 저감시킬 수 있는 동시에, 스페이서(1020)와 제 1 또는 제 2도전성 부재와의 전기적 접속을 양호하게

확립하면서, 후술하는 스페이서(1020)의 위치어긋남에 의한 전자궤도변동의 민감도를 충분히 양호하게 저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 상기 측면상의 고저항막 (1022), 그리고, 제 1대향면 및 제 2대향면상의 고저항막(1022)은 다른 재료이어도

동일한 재료이어도 된다.

다음에, 상기 스페이서(1020)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4는, 본 예에 있어서의 스페이서(1020)와 행방향 배선(1013)과의 접촉부를 표시한 확대 모식도이다.

도 4에 표시한 바와 같이, 스페이서(1020)의 제 1대향면은, 스페이서(1020)의 두께방향 중간부의 일부 영역에 있어서, 리

어 플레이트(1015)쪽에 형성된 행방향 배선(1013)과 접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촉상태는, 행방향 배선(1013)의 상부면

이나, 제 1대향면이 반드시 평탄면으로 형성되지 않고, 행방향 배선(1013)의 상부면이 페이스 플레이트(1017)쪽으로 볼

록한 형상으로 되거나, 및/또는 제 1대향면이 리어 플레이트(1015)쪽으로 볼록한 형상으로 되기 쉬운 것에 기인한다. 또

한, 제 1대향면에 있어서, 행방향 배선(1013)과 접촉하고 있는 영역을 "접촉부", 접촉하고 있지 않은 영역을 "비접촉부"라

칭한다.

기재(1021)의 표면에 고저항막(1022)을 형성해서 이루어진 스페이서(1020)의 표면의 전위는, 그 표면의 저항분포에 따

라서 저항분할에 의해서 정해지는 전위분포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스페이서(1020)의 표면의 전위분포는, 스페이서

(1020)가 없을 때의 전위분포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스페이서(1020)와 스페이서 (1020) 근방의 전자방출소자(1012)

와의 상대적인 위치가 정규의 위치로부터 어긋난 경우, 대전의 유무에 관계없이, 스페이서(1020)의 표면의 전위분포에 따

라서 주변의 전계가 변화하므로, 전자궤도는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도 5A 내지 도 5C는 각각, 스페이서(1020)의 제 1대향면에, 예를 들면, 금속과 같은 저저항막을 형성한 경우, 즉, 스페이

서(1020)의 제 1대향면과 측면과의 저항비가 큰 경우의 스페이서(1020) 근방의 등전위선과 전자궤도를 표시한 것이다.

제 1대향면에 저저항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제 1대향면의 전위는, 제 1도전성 부재(이 경우에 있어서는 행방향 배선

(1013))와의 접촉부와 비접촉부에서 거의 변화되지 않고, 행방향 배선(1013)의 전위와 거의 동등하게 된다. 또, 도 6은 도

5A 내지 도 5C의 A-A'선(스페이서(1020)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전자방출소자(도 1 및 도 2 참조)의 전자방출부를 통과

하는 리어 플레이트(1015)의 법선)에 따른 전계를 플로트한 것이다. 가로축은 리어 플레이트(1015)의 표면(도 1 및 도 2

에 표시되는 전자방출소자(1012)의 전자방출부)으로부터 도 5에 표시된 z방향의 거리 z, 세로축은 도 5에 표시된 x방향과

z방향의 전계강도의 비 Ex/Ez이다.

스페이서(1020)가 정규의 위치에 있는 경우(도 5A), 제 1대향면의 단부(도 5A중의 S점)의 전위는, 스페이서(1020)가 없

는 경우에서의 S점에 상당하는 공간의 지점에서의 전위와 비교해서 낮으므로, 리어 플레이트(1015) 근방에서 전계강도비

Ex/Ez는 음으로 된다(도 5A에서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음). 그 때문에, 스페이서(1020) 근방의 전자방출소자(1012)(도 1

및 도 2 참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는, 리어 플레이트(1015) 근방에서 거의 x방향으로 편향되고, 그 결과로서, 메탈백

(1019)(도 1 및 도 2 참조)에 인가된 전압에 의해서 생기는 전계 Ez의 영향으로 인해, 전자는 도 5A에 표시한 궤도를 따라

서 비상해서, 페이스 플레이트(1017)쪽의 B점에 도달한다.

한편, 도 5B에 표시한 바와 같이, 스페이서(1020)의 위치가 도 5A에 표시된 곳으로부터 전자방출소자(1012)(도 1 및 도

2 참조)의 방향으로 어느 거리 dx만큼 어긋난 경우, 정규의 전위보다도 낮은 전위로 규정된 S점이 전자방출소자(1012)에

가깝게 된다. 이 때문에, A-A'선을 따른 전계는, 도 6에 파선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리어 플레이트(1015) 근방의 부분에

서 Ex/Ez < 0이고, 그 크기는 스페이서 (1020)가 정규의 위치에 있을 때보다도 크게 된다. 따라서, 전자방출소자(1012)로

부터 방출된 전자는 도 5B에 표시한 궤도를 따라서 진행하여, 페이스 플레이트 (1017)상의 정규의 위치로부터 크게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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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점에 도달한다. 즉, 제 1대향면에 저저항막이 형성된 스페이서(1020)의 위치가 정규의 위치로부터 전자방출소자

(1012)를 향하는 방향으로 어긋난 경우, 전자방출소자(1012)로부터 방출된 전자의 궤도는, 스페이서(1020)가 정규의 위

치에 있어 그 궤도가 B점에서 끝나는 경우와 비교해서, 스페이서(1020)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편향된다.

역으로, 도 5C에 표시한 바와 같이, 스페이서(1020)가 해당 스페이서(1020) 근방의 전자방출소자(1012)(도 1 및 도 2 참

조)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dx만큼 어긋난 경우, 정규의 전위보다도 낮은 전위로 규정된 S점이, 전자방출소자(1012)로

부터 더욱 멀어지는 것으로 된다. 그 결과, A-A'선을 따른 전계강도비 Ex/Ez는, 도 6에 점선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스페

이서(1020)가 정규의 위치에 있는 경우와 비교해서 작게 되어, 거의 제로(Ex가 거의 0)로 된다. 그 결과, 스페이서(1020)

로부터 분리된 전자방출소자(1012)로부터 방출된 전자는, 거의 편향을 받는 일없이 진행해서, 페이스 플레이트(1017)쪽

의 D점에 도달한다(도 5C). 즉, 스페이서 (1020)가 정규의 위치에 있는 경우와 비교해서, 전자의 도달위치는 스페이서

(1020)에 보다 가까워지게 된다.

한편, 제 1대향면에 예를 들면, 금속으로 이루어진 저저항막보다도 수 자리수만큼 높은 시트저항치 R1을 지닌 고저항막

(1022)(도 2 참조)을 형성한 경우, 즉, 제 1대향면에 대한 측면의 저항비가 작게 된 경우, 제 1대향면(1013)의 비접촉부의

전위가 상승한다. 비접촉부에 있어서의 전위의 변화량은, 제 1대향면의 저항치 R1과 측면의 저항치 R2에 의해서 규정되

는 스페이서(1020)의 표면의 저항분할에 의해서 결정되고, 비접촉부의 면적 및 제 1대향면에 대한 측면의 저항비에 의해

서 변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접촉부의 면적이 클 수록, 또, 저항비가 낮을 수록(제 1대향면의 저항치가 높을 수록) 비접

촉부의 전위의 상승량은 크게 된다.

도 7A 내지 도 7C는 각각 제 1대향면의 저항 R1이 측면의 저항 R2와 동등한 경우(저항비 R2/R1 = 1인 경우)에 대해서,

스페이서(1020) 근방의 등전위선과 전자궤도를 표시한 것이다. 도 8은 도 7A 내지 도 7C의 E-E'선을 따른 전계를 플로트

해서 얻어진 것이다.

스페이서(1020)가 정규의 위치에 있을 경우(도 7A), 스페이서(1020)의 제 1대향면의 단부(도 7A에 표시된 S점)의 전위

는, 스페이서(1020)가 없을 경우에서의 S점에 상당하는 위치에서의 전위와 비교해서 상승한다. 이 비접촉부의 전위의 상

승에 따라서, 스페이서(1020)의 주변의 전계는 리어 플레이트(1015)의 근방에서 Ex/Ez >0으로 되어, 스페이서(1020) 근

방의 전자방출소자(1012)(도 1 및 도 2 참조)로부터 방출된 전자의 궤도는, 약간 스페이서(1020)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도 7A의 F점에 도달한다.

도 7B에 표시한 바와 같이, 스페이서(1020)가 해당 스페이서(1020)를 향하는 방향으로(도 1 및 도 2 참조) 어느 거리 dx

만큼 어긋난 경우, 비접촉부의 길이는 변화하게 된다. 도 7B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페이서(1020)가 이동한 쪽의 비접촉부

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전위의 상승량이 크게 되어, 전계비 Ex/Ez가 증가한다. 따라서, 스페이서(1020) 근방의 전자방출

소자(1012)로부터 방출된 전자는, 스페이서(1020)에 크게 흡인되어, 도 7A에 있어서의 그들의 궤도로부터 크게 편향되

어, 도 7B에 표시한 궤도를 따라서 진행하여, G점에 도달한다. 즉, 제 1대향면에 대한 측면의 저항비가 작은 스페이서

(1020)의 위치가 정규의 위치로부터 어긋난 경우, 스페이서(1020)가 근접하는 전자방출소자(1012)로부터 방출된 전자의

궤도는, 스페이서(1020)가 정규의 위치에 있는 경우의 도달위치(F점)보다도 스페이서(1020)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편향

된다.

역으로, 도 7C에 표시한 바와 같이, 스페이서(1020)가 dx만큼 전자방출소자(1012)(도 1 및 도 2 참조)로부터 멀어지는 방

향으로 어긋난 경우, 비접촉부의 길이가 작게 되므로, 전위의 상승량이 작게 되고, 전계비 Ex/Ez는 상대적으로 작게 된다.

이 때문에, 스페이서(1020)로부터 더욱 분리된 전자방출소자 (1012)로부터 방출된 전자의 편향은 작게 되어, 스페이서

(1020)가 정규의 위치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스페이서(1020)로부터 멀어지는(반발하는) 방향으로 전자궤도가 변화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측면에 형성된 고저항막에 대한 제 1대향면에 형성된 고저항막(1022)(도 2 참조)의 저항비가 큰 경우,

또는, 측면에 형성된 고저항막에 대한 제 1대향면에 형성된 고저항막(1022)의 저항비가 1인 경우, 스페이서(1020)의 위

치어긋남에 따라서 전자궤도가 영향을 받아, 스페이서(1020) 근방의 전자방출소자(1012)(도 1 및 도 2 참조)로부터 방출

된 전자는, 스페이서(1020)가 정규의 위치에 배치되고 있던 때에 도달하는 위치와는 다른 위치에 도달하도록 되어, 표시장

치로서의 소망의 성능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

본 발명자들은, 도 1 및 도 2에 표시된 바와 같은 스페이서(1020)와 근방의 전자방출소자(1012)와의 상대적인 위치관계

의 어긋남에 따른 전자궤도에의 영향에 관해서, 상세한 수치 시뮬레이션 및 실험적 수법에 의해서 검토를 행하였다. 그 결

과, 제 1대향면의 저항 R1에 대한 측면의 저항 R2의 저항비 R2/R1를 소정 범위내로 제어함으로써, 스페이서(1020)와 전

자방출소자(1012)간의 상대적인 위치관계의 어긋남에 의존하지 않고, 스페이서(1020)와 전자방출소자(1012) 근방의 전

계가 대략 일정하게 유지되어, 그 결과 전자궤도에 부여하는 영향을 매우 작게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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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스페이서(1020)의 위치어긋남량에 대한 전자궤도의 민감도(영향도)의, 접촉면에 대한 측면의 저항비 R2/R1에 대

한 의존성을,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구한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세로축의 민감도(영향도)는, 정규의 위치로부터의 스페이

서(1020)의 위치어긋남량을 dxsp로 한 때의, 근방의 전자궤도의 정규의 도달위치로부터의 어긋남량을 dxbeam으로 한 때

에, dxbeam/dxsp로서 정의하였다. 도 9에서 실선으로 표시한 곡선은, 스페이서(1020)가 변위된(위치적으로 어긋난) 쪽의

전자방출소자(1012)로부터 방출되는 전자에 대한 계산결과, 파선으로 표시한 곡선은, 스페이서(1020)가 소자(1012)로부

터 멀어지는 쪽의 전자방출소자(1012)로부터 방출된 전자에 대한 계산결과이다. dxbeam의 값이 양인 경우, 스페이서

(1020)의 위치어긋남에 따라서 전자궤도는 스페이서(1020)쪽으로 변위되는 것을 표시하고, dxbeam의 값이 음인 경우에

는, 전자궤도가 스페이서(1020)의 위치이탈에 따라 해당 스페이서 (1020)로부터 반발하는(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도 9에 표시한 바와 같이, 저항비의 변화에 따라서, 스페이서(1020)의 위치어긋남에 대한 민감도는 변화한다. 특히 저항비

가 작을 때와, 저항비가 클 때에는, 민감도의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어, 중간의 어느 조건에 있어서 스페이서 (1020)의 위

치어긋남에 대한 민감도가 극히 작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의 전자선장치에 있어서는, 그 장치의 소망의 특성을 만족하도록 허용되는 전자궤도의 정규의 위치로부터의 어긋남량

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화상형성장치에 있어서는, 전자도달위치의 정규의 위치로부터의 어긋남이, 얻어지는 표시화상에

서 시각상 인지되지 않을 정도이면, 그 어긋남은 화질을 열화시키는 일은 없다. 이 허용되는 어긋남량의 범위는 전자선장

치의 기능이나 구성에 의해서 변화하는 양이며, 예를 들면, 화상형성장치의 경우, 화소피치나, 크기 등에 의존해서 설정된

다. 그러한 허용범위가 설정되면, 스페이서(1020)의 위치어긋남에 대한 민감도를 저하시켜, 장치의 특성의 열화를 방지하

기 위한 저항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도 9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파선(스페이서가 멀어지는 쪽의

전자방출소자로부터 방출된 전자에 대한 전자궤도의 민감도를 표시함)이, 허용되는 빔위치 변화량의 영역내에 들어가는

저항비의 변화가, 2 내지 200이다.

또, 상술한 예는, 어느 것도 스페이서(1020)와 리어 플레이트(1015)쪽의 제 1도전성 부재와의 접촉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나, 스페이서(1020)와 페이스 플레이트(1017)쪽의 제 2도전성 부재와의 접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단, 전자선은, 리어 플레이트(1015)쪽으로부터 페이스 플레이트(1017)쪽을 향해서 가속되므로, 그 궤도의 편향은 리어 플

레이트(1015)쪽에 있어서 크게 받기 쉽다. 따라서, 본 발명에 있어서는, 적어도 스페이서(1020)와 제 1도전성 부재간의

접촉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1020)의 위치어긋남에 대한 민감도를 저하시켜, 특성의 열화를 완화시키는 저항비를 설정

할 필요가 있다.

또, 상술한 예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도, 스페이서(1020)의 제 1대향면이, 상부면의 중앙부가 페이스 플레이트(1017)쪽으

로 볼록한 제 1도전성 부재(이 경우에는 행방향 배선(1013))와 접촉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제 1도전성 부재의

가장자리부가 페이스 플레이트(1017)쪽으로 돌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스페이서(1020)의 제 1대향면의 중앙부나 가장자

리부가 리어 플레이트(1015)쪽으로 돌출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긴 판형상 또는 리

브형상의 스페이서(1020)의 두께가 길이방향으로 불균일한 경우나 스페이서 (1020)가 길이방향으로 지그재그 또는 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본 발명은, 스페이서(1020)와, 인접하는 전자방출소자(1012)와의 사이의 거리의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술한 예에 있어서는, 스페이서(1020)는 긴 판형상 또는 리브형상을 지녔으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스페이서

(1020)가 기둥형상이어도 된다. 어느 경우에도, 제 1대향면, 바람직하게는, 제 1대향면 및 제 2대향면과, 전자방출소자

(1012)에 인접하는 스페이서(1020)의 측면과의 저항비가 지정한 범위내이면 본 발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다음에, 상기 스페이서(1020)의 제조방법을 설명한다.

도 1 및 도 2에 표시한 본 발명의 스페이서(1020)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기상계 박막형성수법외에, 액상계 박막형성

수법에 의해서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나, 본 발명의 제조방법은, 특히 기상계 박막형성수법을 이용한 방법이다. 구체적으

로는, 기재(1021)에 대해서, 스퍼터링법, 전자빔증착, 이온도금, 이온어시스트증착법, CVD법, 플라즈마 CVD법, 스프레이

법 등의 기상계 박막형성수법에 따라 고저항막(1022)을 피착시킴으로써 스페이서(1020)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기

상계 박막형성수법이란, 공간속을 비상하는 미립자형상 박막형성재료를 부착시킴으로써 박막을 형성하는 수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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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 이용하는 스페이서(1020)는, 제 1대향면(바람직하게는, 제 1대향면 및 제 2대향면)과, 전자방출소자(1012)

에 인접하는 측면(리어 플레이트(1015)와 페이스 플레이트(1017)간의 공간내에 노출하는 측면)에서 저항치가 다르다. 이

와 같은 스페이서의 제조방법은, 기상계 막형성에 있어서, 제 1대향면(바람직하게는, 제 1대향면 및 제 2대향면)방향으로

부터 막형성하는 공정과, 전자방출소자 (1012)에 인접하는 측면방향으로부터 막형성하는 공정을 지니고, 대향면 방향으

로부터의 막형성조건과, 측면방향으로부터의 막형성조건을 다르게 채택함으로써, 대향면과 측면간에 저항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대향면 방향으로부터의 막형성시간을 측면방향으로부터의 막형성시간보다도 크게 하거나,

대향면방향으로부터의 막형성재료로서, 측면방향으로부터의 막형성재료보다 저저항인 재료를 선택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

다. 이것에 의해서, 대향면 부분의 막특성과 측면부분의 막특성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

말하는, 대향면 방향 및 측면방향이란, 각각, 리어 플레이트(1015)와의 접촉면인 제 1대향면이나 페이스 플레이트(1017)

와의 접촉면인 제 2대향면에 대해서 대략 수직인 방향, 측면에 대해서 대략 수직인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략

수직"이란, 막재료가, 의도하는 면(예를 들면, 대향면에의 막형성인 경우에는 해당 대향면)과, 의도하지 않은 면(예를 들면,

대향면에의 막형성인 경우에는, 측면)간에 막형성량이 다른 정도의 수직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면에는

그 위를 표류하는 것에 의해서만 막형성되는 막형성 방향을 의미한다.

또, 고저항막의 제조법은, 상기 실시형태로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디핑법(침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디핑법은 액상을

이용하는 막형성법이며, 고가의 진공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디핑법에 의한 경우, 금속산화물의 미립자, 바람직하게는, 200㎛이하의 미립자의 분산액, 또는, 금속알콕시드, 유기산금속

염, 및 그들의 유전체의 적어도 1종을 소망의 저항치를 제공하도록 혼합해서 얻어진 졸 용액을 도포하고, 얻어진 피막을

건조한 후에, 400℃ 내지 1000℃에서 소성함으로써, 아연의 산화막 또는 아연과 전이금속 혹은 란타나이드와의 혼합물의

산화막을 얻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Cr과 Zn의 산화막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에 구체예를 표시한다.

Cr과 Zn의 산화막은, (주)고순도화학연구소의 코팅제 SYM-CR015와 SYM-ZN20을 혼합한 액을 이용해서, 디핑(끌어 올

리는 속도: 0.3㎜/sec)에 의해 스페이서상에 도포하고, 그 피막을 120℃에서 건조하고, 건조된 막을 450℃에서 소성함으

로써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코팅제의 혼합비를 변화시킴으로써 Cr과 Zn의 비를 조정해서, 저항치의 조정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스페이서를 끌어 올릴 때에는, 스페이서의 접촉면(제 1대향면 또는 제 2대향면)을 아래쪽을 향하도록 함으로써, 중력

에 의한 액의 치우침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접촉면의 막두께를 두껍게 함으로써, 끌어올리는 조건을 최적화함으로써, 대

향면의 시트저항을 소망의 값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와 같이 해서 제작된 스페이서의 측면에 있어서의 고저항막의 막두께는 100㎛, 시트저항치는 5×1010Ω/□이며, 대향

면에 있어서의 고저항막의 막두께는 500㎛, 시트저항치는, 1×1010Ω/□였다. 또, 스페이서의 측면과 대향면의 시트저항비

는 5이다.

이하, 실시예에 의해서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의 각 예에 있어서는, 멀티전자빔원으로서, 전술한, 전극간에 도전성 미립자막을 지닌 타입의 N×M개(N = 3072, M =

1024)의 표면전도형 전자방출소자를, M본의 행방향 배선과 N본의 열방향 배선에 의해 매트릭스배선한 멀티전자빔원을

이용하였다.

(실시예 1, 비교예 1)

본 실시예에 있어서 이용되는 스페이서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다.

스페이서의 기재는, 소다석회 유리를 절삭·연마가공하여, 높이 2㎜, 두께 200㎛, 길이 4㎜의 판형상체로 하였다. 그 후 청

정화한 기재상에, Cr과 Ge의 질화막을 진공막형성법에 의해 형성하였다.

이들 예에서 이용한 Cr과 Ge의 질화막은, 스퍼터링장치를 이용해서 아르곤과 질소의 혼합분위기중에서, Cr과 Ge의 타겟

을 동시에 스퍼터링함으로써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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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서 표면에의 고저항막의 막형성은, 도 10A에 표시한 바와 같이, 측면방향 ①, ②, 제 1대향면 방향 ③ 및 제 2대향면

방향 ④, 그리고, 대향면과 측면간의 가장자리부에 대해서 45°의 방향 ⑤ 내지 ⑧으로부터의 8회의 막형성작업에 의해 행

하였다. 여기서, 45°방향으로부터의 막형성을 실시한 것은, 가장자리부의 저항을 제어함으로써, 측면과 대향면에 형성된

고저항막간의 전기적 접속을 확실하게 얻기 위함이다.

각각의 막형성시에는 스퍼터링의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고저항막의 저항치를 제어하였다. 또, 고저항막의 저항치는, Cr과

Ge 타겟에의 투입전력 및 스퍼터링시간의 조정에 의해, Cr의 첨가량을 변경함으로써 행하였다.

이들 예에 있어서 제작한 스페이서의 측면에 있어서의 고저항막은, 막두께가 200㎜, 시트저항치가 4×1011Ω/□이었다. 한

편, 대향면에 있어서의 고저항막은, 막두께가 200㎜, 시트저항치가 3×1010Ω/□이었다. 또, 45°방향으로부터의 막형성에

있어서는, 측면에의 막형성시와 마찬가지 조건에서 막형성을 실시하였다. 이들 예에 있어서 이용한 스페이서의 대향면에

대한 측면의 고저항막의 저항비는 약 13이다.

도 1 및 도 2에 표시한 바와 같이, 고저항막(1022)을 형성한 스페이서(1020)는, 리어 플레이트(1015)쪽에서 행방향 배선

(1013)상에 배치하고, 위치고정용 블록(1023)을 이용해서 고정하였다. 스페이서(1020)를 소망의 위치에 고정하기 위한

블록(1023)은, 스페이서(1020)와 마찬가지로 소다석회 유리로 제작하였다. 블록(1023)은 4㎜×5㎜×두께 1㎜의 직방체

형상으로 하고 있고, 그 측면에는 스페이서(1020)의 기재(1021)의 길이방향단부를 삽입할 수 있도록, 폭 210㎛의 홈을 형

성하고 있다. 스페이서(1020) 및 블록(1023)은, 패널내에 설치할 때에, 스페이서 (1020)가 페이스 플레이트(1017)나 전

자원 기판(1011)에 대해서, 경사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행한 데다가, 세라믹계의 접착제를 이용해서 서로 고정하였

다. 또, 스페이서(1020)를 소정의 위치에 규정하는 방법은 블록(1023)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

면, 프릿유리 등에 의해 접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 예에 있어서는, 본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스페이서(1020)의 설치위치(행방향 배선(1013)에 대한 설치위치)

를 정규의 위치로 조정한 장치외에, 설치위치를 정규의 위치로부터 25㎛ 및 50㎛ 어긋나게 한 장치를 준비하였다.

그 후, 별도로 제작해 놓은 페이스 플레이트(1017) 및 측벽(1016)과 함께, 외위기를 형성하고, 진공배기 및 전자원의 형성

을 행하였다. 이 때, 스페이서 (1020)와 페이스 플레이트(1017)와의 접촉은, 흑색부재(1018b)를 통해서 이들 부재를 접촉

하도록 위치조정을 행함으로써 얻었다. 이 후 밀봉을 행함으로써, 스페이서(1020)는 외위기의 밖에서부터 가해지는 대기

압에 의해, 패널내의 각각의 소정의 위치에 완전히 고정되었다.

이상과 같이 완성한 표시패널을 이용한 화상형성장치에 있어서, 각 전자방출소자(1012)에는, 용기의 외부에 설치한 단자

(Dx1) ~ (Dxm), (Dy1) ~ (Dyn)를 통해서, 주사신호 및 변조신호를 신호발생수단(도시생략)에 의해 각각 인가함으로써

전자를 방출시키고, 메탈백(1019)에는, 고압단자(Hv)를 통해서, 고압을 인가함으로써 방출전자빔을 가속시켜서, 형광막

(1018a)에 전자를 충돌시켜, 각 색의 형광체를 여기·발광시킴으로써 화상을 표시하였다. 또, 고압단자(Hv)에의 인가전압

(Va)은 3kV 내지 12kV의 범위에서 서서히 방전이 발생하는 한계전압까지 인가하고, 각 배선(1013), (1014)간에의 인가

전압(Vf)은 14V로 하였다.

화상형성장치를 구동한 상태에서, 스페이서(1020)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자방출소자(1012)로부터의 방출전자에 의한

발광스폿의 위치를, 상세하게 관측한 결과, 스페이서(1020)의 설치위치(행방향 배선(1013)에 대한 설치위치)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정규의 위치에서 발광스폿이 관측되었다.

한편, 비교예 1로서 상기 실시예 1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고저항막을 형성한 스페이서의 제 1대향면에, 알루미늄 전극을 형

성한 스페이서를 준비하고, 스페이서 설치위치를 변화시킨 때의, 스페이서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자방출소자로부터의

방출전자에 의한 발광스폿의 위치를 상세하게 관찰하였다. 그 결과, 스페이서가 정규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규의 위치에 발광스폿이 관찰되었으나, 스페이서 설치위치가 어긋남에 따라, 발광스폿위치가 정규의 위치로부터 어긋나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제 1대향면에 전극을 형성한 스페이서를 이용한 경우, 그 스페이서의 설치위치가 적어도 10㎛이상 어긋남으로써, 화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의 발광스폿의 위치어긋남을 유발하는 데 대해서, 본 발명에 의한 스페이서를 이용한 경우에는,

50㎛이상의 설치위치어긋남이 있는 경우에도, 화질을 열화시키는 정도로 발광스폿의 위치어긋남은 관찰되지 않았다. 따

라서, 본 발명의 유효성 및 우위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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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비교예 2)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직경 100㎛의 유리파이버를 절단가공함으로써, 도 10A 내지 도 10C에 표시한 바와 같은 원기둥형

상의 스페이서 기재를 제작하였다. 스페이서의 높이는 2㎜였다.

청정화한 기재의 표면에, 상기 실시예 1과 마찬가지의 Cr과 Ge의 질화막을 고저항막으로서 형성하였다. 고저항막에 있어

서는, 제 1대향면 방향과 제 2대향면 방향 및 측면방향의 총 3회의 막형성을 행하였다. 또, 제 1대향면 및 제 2대향면 방향

및 측면에서는, Cr과 Ge의 재료비를 다르게 함으로써 막형성 조건을 변경하여, 저항치의 제어를 행하였다. 또, 측면에의

막형성에 있어서는, 스퍼터링실속에서 막형성 중에 기재를 회전시킴으로써, 측면 전역에 균등한 고저항막을 형성하였다.

이들 예에 있어서 제작한 스페이서의 측면에 있어서의 고저항막의 막두께는 300nm, 시트저항치는, 5× 1010Ω/□이었고,

제 1 및 제 2대향면에 있어서의 고저항막의 막두께는 200nm, 시트저항치는 1× 1010Ω/□이었다. 이들 예에 있어서 이용

한 스페이서의 대향면에 대한 측면의 시트저항비는 5였다.

고저항막(1022)(도 2 참조)을 형성한 스페이서(1020)를 리어 플레이트(1015)상의 행방향 배선(1013)과 열방향 배선

(1014)과의 대응하는 교점상에 배치해서 화상형성장치를 제작하였다. 스페이서(1020)의 설치위치는, 정규의 위치로부터,

50㎛이내의 범위에서 어긋나게 배치하였다. 또, 이들 예에 있어서의 정규의 스페이서(1020)의 위치란, 스페이서(1020)를

배치하는 행방향 배선(1013)과 열방향 배선(1014)의 교점의 주변에 있는 4개의 전자방출소자(1012)사이의 중심위치와,

스페이서 (1020)의 중심축이 일치하는 위치이다.

완성한 표시패널을 이용한 화상형성장치에 있어서, 각 전자방출소자(1012)에는, 용기의 외부에 설치한 단자(Dx1) ~

(Dxm), (Dy1) ~ (Dyn)를 통해서, 주사신호 및 변조신호를 신호발생수단(도시생략)에 의해 각각 인가함으로써 전자를 방

출시키고, 메탈백(1019)에는, 고압단자(Hv)를 통해서, 고압을 인가함으로써 방출전자빔을 가속하고, 형광막(1018a)에 전

자를 충돌시켜, 각 색의 형광체를 여기·발광시킴으로써 화상을 표시하였다. 또, 고압단자(Hv)에의 인가전압(Va)은 3kV 내

지 12kV의 범위에서 서서히 방전이 발생하는 한계전압까지 인가하고, 각 배선(1013), (1014)간에의 인가전압(Vf)은 14V

로 하였다.

화상형성장치를 구동한 상태에서, 스페이서(1020)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자방출소자(1012)로부터의 방출전자에 의한

발광스폿의 위치를, 상세하게 관측한 결과, 스페이서(1020)의 설치위치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정규의 위치에서 발광스폿

이 관측되었다.

한편, 비교예 2로서, 제 1대향면에, Al 전극을 형성한 스페이서를 이용해서 제작한 화상형성장치로, 마찬가지의 평가를 행

하였다. 그 결과는, 스페이서의 위치에 따라서, 주변의 발광스폿위치에 어긋남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 예에 있어서도, 본 발명의 유효성과 우위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실시예 3)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있어서는, 소다석회 유리의 모재를 가열연신법으로 가공한 긴 판형상의 기재를, 필요한 길이로 절단

함으로써, 직사각형의 평판형상의 기재를 작성하였다. 기재의 치수는, 높이 2㎜, 두께 200㎛, 길이 100㎜이다.

청정화한 기재의 표면에는 고저항막으로서 W와 Ge의 질화막을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진공막형성법으로 형성하였다.

본 실시예 3에서 이용한 W와 Ge의 질화막은, 스퍼터링장치를 이용해서, 아르곤과 질소의 혼합분위기중에서 W와 Ge 타겟

을 동시스퍼터링함으로써 형성하였다.

스페이서 기재표면에의 고저항막은, 도 10B에 표시한 바와 같이, 측면방향 ①, ②, 제 1대향면 방향 ③ 및 제 2대향면 방향

④로부터 행하였다. 본 실시예 3에서 이용한 W와 Ge의 질화막은, 막형성방향에 대한 기재의 각도에 의해서 형성되는 고저

항막의 저항치가 다르다. 막형성 방향에 대해서 기재 표면이 수직인 경우, 다시 말하면 기재 표면 바로위로부터 막형성을

행하는 경우가 가장 저항치가 낮고, 막형성면에 대해서 기판면의 경사가 크게 됨에 따라 저항치가 증가한다. 가장 저항치

가 높아지는 것은 막형성 방향과 기재 표면이 평행한 경우이며, W와 Ge의 질화막의 경우, 막형성방향과 기재 표면이 수직

인 경우에 비해서 막의 저항치는 100 내지 1000배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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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연신법으로 가공한 스페이서의 기재는, 측면과 대향면과의 가장자리부가 곡률을 지니므로, 접촉면에 대향하는 방향으

로부터의 막형성시, 및 측면에 대향하는 방향으로부터의 막형성시의 쌍방에서, 가장자리부에도 고저항막이 형성되므로,

실시예 1에서 실시한 바와 같은 45°방향으로부터의 막형성을 행하지 않아도, 측면과 대향면상의 고저항막의 저항치를 조

정함으로써, 측면과 대향면과의 전기적 접속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

각각의 막형성시에는 스퍼터링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고저항막의 저항치를 제어하였다. 또, 고저항막의 저항치는, W와

Ge의 타겟에의 조정에 의해, W의 첨가량을 변경함으로써 행하였다.

본 실시예 3에 있어서 제작한 스페이서의 측면에 있어서의 고저항막은, 막두께가 200nm, 시트저항치는, 2× 1011Ω/□이

었고, 대향면에 있어서의 고저항막의 막두께는 200nm, 시트저항치는 3× 1010Ω/□이었다. 본 실시예 3에 있어서 이용한

스페이서의 대향면에 대한 측면의 시트저항비는 약 6.7이다.

도 1에 표시한 바와 같이, 고저항막을 형성한 스페이서(1020)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위치고정용의 블록(1023)을 이

용해서 대응하는 행방향 배선(1013)상에 고정하고, 페이스 플레이트(1017)나 측벽(1016)과 조합해서, 화상형성장치를

제작하였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게 위해, 스페이서(1020)의 설치위치를 정규의 위치

로 조정한 외에, 정규의 위치로부터 25㎛ 및 50㎛ 어긋나게 해서 조정한 것을 준비하였다.

완성한 화상형성장치에 있어서, 각 전자방출소자(1012)에는, 용기의 외부에 설치한 단자(Dx1) ~ (Dxm), (Dy1) ~ (Dyn)

를 통해서, 주사신호 및 변조신호를 신호발생수단(도시생략)에 의해 각각 인가함으로써 전자를 방출시키고, 메탈백(1019)

에는, 고압단자(Hv)를 통해서, 고압을 인가함으로써 방출전자빔을 가속하고, 형광막(1018a)에 전자를 충돌시켜, 각 색의

형광체를 여기·발광시킴으로써 화상을 표시하였다. 또, 고압단자(Hv)에의 인가전압(Va)은 3kV 내지 12kV의 범위에서 서

서히 방전이 발생하는 한계전압까지 인가하고, 각 배선(1013), (1014)간에의 인가전압(Vf)은 14V로 하였다.

화상형성장치를 구동한 상태에서, 스페이서(1020)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자방출소자(1012)로부터의 방출전자에 의한

발광스폿의 위치를, 상세하게 관측한 결과, 스페이서(1020)의 설치위치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정규의 위치에서 발광스폿

이 관측되어, 본 발명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실시예 4, 비교예 4)

본 발명의 이들 예에 있어서 이용한 스페이서는, 실시예 3과 마찬가지로 가열연신법으로 가공한 소다석회 유리의 모재를

절단한 기재의 표면에, W와 Ge의 질화막을 형성한 것이다. 스페이서 기재의 치수는, 실시예 3과 마찬가지이다.

이들 예에 있어서는, 스페이서 표면에의 고저항막은, 도 10C에 표시한 바와 같이, 제 1대향면 방향 ① 및 제 2대향면 방향

②으로부터만 형성하였다. 측면의 고저항막의 형성은, 대향면에의 고저항막 형성시의 측면위에 표류할 수 있게 하는 것만

으로 행하였다. 이들 예와 같이 표류를 이용함으로써, 최소한의 막형성회수로 고저항막을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스페이서

의 제작이 간편하게 되어, 제조비의 점에서 유리해진다.

이들 예에 있어서, 대향면의 고저항막은, 막두께가 500nm, 시트저항치는, 1× 109Ω/□이었고, 측면에 있어서의 고저항막

의 막두께는 200nm, 시트저항치는 1× 1011Ω/□이었다. 이들 예에 있어서 이용한 스페이서의 대향면에 대한 측면의 시트

저항비는 약 100이었다.

도 1 및 도 2에 표시한 바와 같이, 고저항막(1022)을 형성한 스페이서(1020)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위치고정용의 블

록(1023)을 이용해서 대응하는 행방향 배선(1013)상에 고정하고, 페이스 플레이트(1017)나 측벽(1016)과 조합해서, 화

상형성장치를 제작하였다.

이들 예에 있어서도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게 위해, 스페이서(1020)의 설치위치를 정규의 위치로

조정한 외에, 정규의 위치로부터 25㎛ 및 50㎛ 어긋나게 해서 조정한 것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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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한 화상형성장치에 있어서, 각 전자방출소자(1012)에는, 용기의 외부에 설치한 단자(Dx1) ~(Dxm), (Dy1) ~ (Dyn)

를 통해서, 주사신호 및 변조신호를 신호발생수단(도시생략)에 의해 각각 인가함으로써 전자를 방출시키고, 메탈백(1019)

에는, 고압단자(Hv)를 통해서, 고압을 인가함으로써 방출전자빔을 가속하고, 형광막(1018a)에 전자를 충돌시켜, 각 색의

형광체를 여기·발광시킴으로써 화상을 표시하였다. 또, 고압단자(Hv)에의 인가전압(Va)은 3kV 내지 12kV의 범위에서 서

서히 방전이 발생하는 한계전압까지 인가하고, 각 배선(1013), (1014)간에의 인가전압(Vf)은 14V로 하였다.

화상형성장치를 구동한 상태에서, 스페이서(1020)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자방출소자(1012)로부터의 방출전자에 의한

발광스폿의 위치를, 상세하게 관측한 결과, 스페이서(1020)의 설치위치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정규의 위치에서 발광스폿

이 관측되어, 본 발명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이하의 효과가 얻어진다.

즉, 화상형성장치와 같은 전자선장치에 있어서, 스페이서와 스페이서 근방의 전자원과의 위치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

하지 않은 스페이서를 용이하게 또 저렴하게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스페이서를 사용함으로써, 조립

이나 가공의 정밀도를 완화시켜도 보다 고품질의 전자선장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또, 본 발명에 의한 스페이서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는, 전극에 접촉하는 대향면과, 진공에 노출하는 측면사이에 소정의 저항비를 지니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 본 발명을 현재 바람직한 실시형태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개시된 실시형태로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정신과 범위내에 포함되는 각종 변형

내지는 등가의 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의 청구범위는, 그러한 모든 변형과 등가의 구성 내지는 기능을 망라하

도록 최광의로 해석해야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방출소자 및 제 1도전성 부재를 지닌 제 1기판;

상기 제 1도전성 부재의 전위와는 다른 전위로 설정되는 제 2도전성 부재를 지닌 제 2기판; 및

기재의 표면을 피복하는 고저항막을 지니고, 상기 제 1도전성 부재와 제 2도전성 부재가 접촉한 상태에서 상기 제 1도전성

부재와 상기 제 2도전성 부재사이에 삽입된 스페이서를 구비하고, 상기 제 1도전성 부재와 제 2도전성 부재가 상기 고저항

막을 통해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전자선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1도전성 부재와 대향하는 상기 스페이서의 제 1대향면상의 고저항막의 시트저항치를 R1, 측면상의 고저항막의

시트저항치를 R2라 할 때, R2/R1을 2 내지 200으로 하고, 상기 제1 대향면상의 고저항막은 상기 측면상의 고저항막의 모

든 재료 성분을 포함하고, 상기 제1대향면상의 고저항막의 성분비는 상기 측면상의 고저항막의 성분비와 다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전자선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R2/R1이 5 내지 1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선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R2가 107 내지 1014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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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기판이 상기 전자방출소자로부터의 전자선의 조사에 의해서 화상을 형성하는 화상형성부재를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선장치.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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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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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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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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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등록특허 10-0593524

- 19 -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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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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