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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배선 기판에 있어,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상에, 제1 주변 전기 배선과 제2 주변 전기 배선이 패터닝되고, 이 패터닝된 

전기 배선상의 일부에, 전자 부품으로서 TCP가 형성된다. 제1 주변 전기 배선 및 제2 주변 전기 배선은, 금속 박막과 

전사 금속막을 포함하여 형성되어 있다. 또한, TCP가 형성되는 영역내에, 제1 주변 전기 배선 및 제2 주변 전기 배선

은, 금속 박막 또는 전사 금속막의 단층 구조, 혹은 금속 박막과 전사 금속막의 적층 구조의 어느 한쪽을 갖고 있다. 이

에 의해, 저저항화된 배선 기판에서 접속 불량을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액정 표시 패널, 금속 박막, 전사 금속막, 액정층, 배선 기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의 (a) 내지 (d)는 도 2에 도시하는 액정 표시 패널의 프레임 영역의 A로 나타내는 실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배

선 패턴을 도시하는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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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배선 기판이 형성된 액정 표시 패널의 평면 개략도

도 3은 프레임 영역에 배치되어 있는 배선 기판내의 제2 주변 전기 배선의 단면 구조의 일례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4의 (a) 내지 (d)는 제2 주변 전기 배선의 형성의 각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배선 기판의 단면도

도 5의 (a) 내지 (f)는 지지 필름상에 전사용 전사 금속막을 형성하는 방법의 일례를 각 공정순으로 도시하는 전사용 

필름의 단면도

도 6의 (a) 내지 (f)는 도 5의 (a)∼(f)에 도시하는 전사 금속막 형성 방법의 변형예를 각 공정순으로 도시하는 전사용 

필름의 단면도

도 7은 폴리이미드 필름상에 무전해 도금법으로 성막한 Cu막의 박리 강도와 가열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8의 (a)는 TCP 실장 방식에 의해 드라이버 IC가 접속된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의 개략도이며, 도 8의 (b)는 도 8의

(a)에 도시한 액정 표시 장치의 TCP의 구 성을 보다 자세히 도시하는 모식도

도 9의 (a)는 종래의 신호 전달 방식의 액정 표시 장치의 개략도이며, 도 9의 (b)는 도 9의 (a)에 도시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TCP의 구성을 보다 자세히 도시하는 모식도

도 10은 막 두께가 다른 2개의 배선이 혼재하는 경우, 표시 장치의 주변 영역에 구비된 배선 기판의 단면도

도 11은 잉크젯법에 의해 제2 도전막을 형성하는 상태를 도시하는 모식도

도 12의 (a) 내지 (c)는 습식 도금법에 의해 제2 도전막을 형성하는 경우의 각 공정을 나타내는 모식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12 : 대향 기판

13 : 표시 영역

14 : 프레임 영역

IC15 : 게이트 드라이버

IC16 : 소스 드라이버

TCP17 : 게이트

TCP18 : 소스

FPC19 : 신호 입력용

21, 22 : 주변 전기 배선

23 : 전원 배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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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AV 기기나 OA 기기 등의 전자 장치에 구비되어 각종 신호의 전달을 행하는 배선 기판, 그 배선 기판을 구

비하는 표시 장치 및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액정 표시 장치 등의 플랫 패널형 표시 장치는, 화상의 표시를 행하는 표시 영역과, 그 주변부에 설치된 주변 영역으로

구성된다. 표시 영역은, 화상 등의 표시를 행하는 영역으로, 전기 광학 효과나 전계 발광 효과를 발생하는 표시 매체(

예를 들면, 액정 표시 장치인 경우는 액정층, EL 표시 장치인 경우는 EL 층)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상기 표시 영역에

는, 표시 매체에 표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판상에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전기 배선이 존재한다. 한편, 주변 

영역은 표시 영역의 외주 영역을 가리키며, 표시 영역에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전기 배선의 인출 전극 등, 표시에 

필요한 주변 전기 배선이 형성되어 있는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표시 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 IC는 COG(Chip on Grass) 실장 방식이나 TCP(Tape Carrier Pac

kage) 실장 방식에 의해 주변 영역에 접속 실장되어 있다.

그 일례로서, 도 8의 (a)는 TCP 실장 방식에 의해 드라이버 IC가 접속된 액정 표시 장치의 개략도를 도시한다. 또한, 

도 8의 (b)는 도 8 (a)에 도시하는 액 정 표시 장치의 TCP(게이트 TCP(502) 또는 소스 TCP(503))의 구성을 보다 자

세히 도시하는 모식도이다.

상기 액정 표시 장치의 하부 기판(500)상의 표시 영역에는 도시하지 않은 신호 배선(게이트 배선과 소스 배선)이 매

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신호 배선상에는 상기 표시 영역을 덮도록 상부 기판(501)이 형성되어 

있다. 하부 기판(500)상에 상부 기판(501)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주변 영역이다. 주변 영역의 외측에는, 외부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외부 회로 기판(504)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주변 영역 및 외부 회로 기판(504)상에는, 양자

를 중개하도록 드라이버 IC(505)를 구비하고, 표시 영역상의 신호 배선에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복수의 TCP(게이트 

TCP(502) 또는 소스 TCP(503))가 구비되어 있다. 외부 신호는 외부 회로 기판(504)을 거쳐 각 TCP로 공급된다.

각 TCP(503)는, 도 8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유연한 플렉시블 기재(506)상에 드라이버 IC(505), 드라이버 IC에 

외부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신호 입력 배선(507), 및 드라이버 IC(505)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표시 영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신호 출력 배선(508) 등을 갖고 있다. 상기 신호 입력 배선(507)은 외부 회로 기판(504)상의 단자 접속부(509)

에 배치된 단자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상기 신호 출력 배선(508)은 하부 기판(500)의 주변 영역상의 단자 접

속부(509)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런데, 이 TCP 실장 방식의 액정 표시 장치는, 신호를 외부 회로 기판(504)으로부터 각 TCP(503)로 직접 개별로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 회로 기판(504)상에서는 매우 다수의 배선이 필요하게 된다. 그 때문에, 제조 공정의

복잡화, 비용 상승, 신뢰성의 저하 등의 문제점이 생긴다. 따라서, 이 TCP 실장 방식 대신에, 일단 하나의 TCP로 입

력한 신호를 순차적으로 인접하는 TCP로 전달하는, 소위 '신호 전달 방식'의 액정 표시 장치가, 일본 특개평 4-3137

31호 공보(1992년 11월 5일 공개), 일본 실개평 3-114820호 공보(1991년 11월 26일 공개) 등에 개시되어 있다.

이 신호 전달 방식을 이용한 액정 표시 장치를 도 9의 (a) 및 도 9의 (b)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9의 (a)는 신호 전달

방식의 액정 표시 장치의 개략도이며, 도 9의 (b)는 상기 액정 표시 장치의 TCP(게이트 TCP(512) 또는 소스 TCP(5

13))의 구성을 보다 자세히 도시하는 모식도이다.

도 9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액정 표시 장치는, 상술한 TCP 실장 방식의 액정 표시 장치와 마찬가지로, 하부

기판(510), 상부 기판(511), 하부 기판(510)의 주변 영역에 배치된 복수의 소스 TCP(513) 및 복수의 게이트 TCP(5

12), 외부 회로 기판(514)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각 TCP 내에는 드라이버 IC(515)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도 9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액정 표시 장치에 제공되는 TCP(513)(또는 (512))는, 플렉시블 기재(522

)상에, 드라이버 IC(515), 드라이버 IC(515)에 외부 신호를 입력하는 신호 입력 배선인 IC 구동용 배선(516), 대향 전

극용 배선(517), 드라이버 IC(515)로부터 표시 영역으로 영상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신호 출력 배선(518), 인접하는 

TCP에 구동 신호를 입출력하기 위한 중계 배선(519, 520)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각 배선은 단자 접속부(521)에서 

다른 배선 등과 접속되어 있다.

상기 신호 전달 방식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의 각 TCP 간의 신호 교환에 대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먼저, 외부 회로 기

판(514)으로부터의 외부 신호가 IC 구동용 배선(516), 대향 전극용 배선(517)을 통하여 제1 TCP 내의 드라이버 IC

에 공급된다. 다음으로, 이 드라이버 IC에서는, 외부 신호에 따른 영상 신호가 신호 출력 배선(518)을 통하여 표시 영

역으로 보내짐과 함께, 외부 신호의 일부는 중계 배선(519, 520)으로 보내진다. 중계 배선(519, 520)으로 보내진 신

호는, 각 TCP 간을 연결하는 접속 배선을 통하여 인접하는 제2 TCP 내의 중계 배선(519, 520)으로 입력되어 드라이

버 IC로 공급된다. 이와 같이, 일단 외부 회로 기판(514)으로부터 신호가 TCP로 입력되면, 그 일부는 TCP 내의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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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IC를 거쳐 표시 영역의 화소로 보내진다. 다른 신호는 TCP상의 중계 배선 및 기판 상의 접속 배선을 통하여 순

차적으로 인접하는 TCP로 전달된다.

이러한 신호 전달 방식을 채용하면, 종래의 TCP 실장 방식에 비하여, 외부 회로 기판으로부터 TCP에의 입력에 필요

한 배선 수를 대폭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회로 기판의 단순 구성화, 소 면적화,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일본 특개평 4-313731호 공보, 일본 실개평3-114820호 공보에는, 표시 패널의 주변 영역에 버스 라인(

TCP 간의 접속 배선)을 형성함으로써 외부 회로 기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도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2건의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에서는, 버스 라인이 매우 길 어지기 때문에 접속 배선의 고저항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액정 표시 패널상의 배선은, 유리 기판상에 0.5μm 이하의 두께의 박막을 이용하여

형성된다. 그 때문에, 외부 회로 기판이나 TCP상의 배선에 비하여, 저항값이 매우 높게 되어 신호의 전달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TCP상의 액정 구동용 IC를 구동하기 위한 전원 전압이나, 대향 공통 전극을 구동하기 위한 

전원 전압 등은, 고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가 크면 동작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저항하에

서 신호를 전달해야만 하며, 결국, 외부 회로 기판을 구비하여, 각 TCP에 개별적으로 신호를 입력해야한다.

한편, 일본 특개평 6-13724호 공보(1994년 1월 21일 공개)에서는, 버스 라인으로서, 표시 장치의 유리 기판상에, 박

막 기술로 형성된 배선이 아닌, 전사에 의해 유리 기판상에 접착한 배선(금속막)을 이용한다. 이에 따르면, 0.5μm 이

상(바람직하게는, 5∼10μm)의 두께를 갖는 배선을 형성할 수 있어, 버스 라인을 저저항화할 수 있다. 이 결과, 표시 

패널의 주변부(주변 영역) 전역에 걸쳐 세로로 버스 라인을 형성할 수 있어, 외부 회로 기판을 이용하지 않는 구조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일본 특개평 6-13724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표시 장치에는, 저저항화가 요구되는 TCP 간의 버스 라인에 

막 두께가 큰 전사 금속막이 사용되지만, 표시 영역으로의 도입 배선에는, 박막 기술을 이용한 종래의 박막 배선이 사

용된다. 그 때문에, 표시 장치의 주변 영역에는, 막 두께가 큰 TCP 간의 버스 라인으 로서의 접속 배선과, 막 두께가 

작은 표시 영역으로의 도입 배선이 혼재하고 있다.

도 10은 막 두께가 다른 2개의 배선이 혼재하는 경우 표시 장치의 주변 영역에 구비된 배선 기판의 단면도를 도시한

다.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변 영역에 전사 금속막으로 이루어지는 접속 배선(531)과, 금속 박막으로 이루어지

는 도입용 배선(532)이 혼재하는 경우, TCP(534)측에 형성되어 있는 접속 단자(533, 533)와 유리 기판(535)상에 형

성되어 있는 양 배선(531, 532) 사이에 접속 불량이 발생하기 쉬운 문제가 생긴다.

즉, TCP(534)와 유리 기판(535)의 접속에 이방 도전성 접착재(536)를 이용하면, 막 두께가 큰 접속 배선(531) 부분

에서는 이방 도전성 접착재(536)에 함유되는 도전 입자가 충분히 압박되어 상하 배선의 도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막 두께가 얇은 도입용 배선(532) 부분에서는 도전 입자가 충분히 압박되지 않아 접속 불량이 발생한다.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배선과 배선상의 전자 부품과의 접속 부분에서 접속 불량을 

방지하면서, 배선의 저저항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전자 장치의 배선 기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배선 기판은, 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배치된 전자 부품과, 상기 기판상에 

패터닝되고 일부가 상기 기판과 상기 전자 부품 사이에 삽입된 전기 배선을 갖는 전자 장치의 배선 기판으로서, 상기 

전기 배선은 제1 도전막과 상기 제1 도전막보다 막 두께가 큰 제2 도전막을 포함하여 형 성됨과 함께, 상기 기판과 상

기 전자 부품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전자 부품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상기 전기 배선은, 상기 제1 도전막 또는 상기 

제2 도전막의 단층 구조, 혹은 상기 제1 도전막과 상기 제2 도전막의 적층 구조의 어느 한쪽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배선 기판은, 표시 장치 등의 전자 장치에 구비되고, 기판상에 각종 신호를 전달하는 전기 배선이 소정 형상으로

패터닝된 것이다. 또한, 이 배선 기판에는, 전기 배선이 패터닝된 기판 상의 일부에,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 IC 등을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전자 부품이 배치되어 있다. 즉, 상기 전자 부품이 구비된 부분에서는, 전기 배선이 전자 부품과 기

판 사이에 삽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전자 부품은 내재되는 접속 단자 등을 통하여 전기 배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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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전기 배선은, 2 종류의 도전막, 즉 제1 도전막 및 제2 도전막을 포함하여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제2 도전막

은 제1 도전막보다도 막 두께가 크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작다. 또한, 상기 기판과 상기 전자 부품 사이에 배치된 전기

배선은 상기 제1 도전막 또는 제2 도전막으로 이루어지는 단층 구조, 혹은 상기 제1 도전막과 상기 제2 도전막의 적

층 구조 중 어느 한쪽만을 갖고 있다. 상기 기판과 상기 전자 부품 사이에 삽입된 부분에서, 상기 전기 배선은, 단층 구

조 및 적층 구조를 함께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단층 구조와 적층 구조의 경계선에 생기는 단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전기 배선의 일부에 막 두께가 큰 도전막을 이용함으로써 배선 기판을 용이하게 저저항화할 

수 있다. 그 외에 상기 기판과 상기 전자 부품 사이에 배치된 부분에서, 전기 배선은 단층막과 적층막 양쪽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 부품과 전기적 접속을 행하는 전기 배선내에서, 막 두께에 차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접속 불량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된 접속을 행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배선 기판에 따르면, 저저

항화된 종래의 배선 기판에서 발생하는 접속 불량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일본 특개평 10-339880호 공보(1998년 12월 22일 공개)에는, 화소 영역에 영상 신호를 공급하는 영상 신호선

이 제1 금속층과 제2 금속층으로 구성되며, 이들 제1 금속층과 제2 금속층이 일부 상호 중첩되어 형성되어 있는 액정

표시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특개평 10-339880호 공보의 액정 표시 장치는, 라인마다 영상 신호에 지연

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원과는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구성 역시 본원과는 다르다.

본 발명의 표시 장치는, 화상의 표시를 행하는 표시 영역과, 상기 표시 영역의 주변에 배치되며 표시 영역으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주변 영역을 갖는 표시 장치로서, 상기 주변 영역이 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배치된 전자 부품과, 상기 

기판상에 패터닝되며 일부가 상기 기판과 상기 전자 부품 사이에 삽입된 전기 배선을 갖고, 상기 전기 배선이 제1 도

전막과 상기 제1 도전막보다도 막 두께가 큰 제2 도전막을 포함하여 형성됨과 함께, 상기 기판과 상기 전자 부품 사이

에 배치되고 상기 전자 부품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상기 전기 배선이, 상기 제1 도전막 또는 제2 도전막의 단층 구조

, 혹은 상기 제1 도전막과 상기 제2 도전막의 적층 구조 중 어느 한쪽만으로 이루어지는 배선 기판을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주변 영역에는 상기한 배선 기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저항화된 배선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신호 전달 방식의 표시 장치에서, 접속 배선이 길어지더라도 양호한 신호 전달을 행할 수 있다. 또한,

전기 배선과 드라이버 IC 등을 구비하는 전자 부품의 접속부분에서 접속 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은, 기판상에 제1 도전막을 형성하는 제1 도전막 형성 공정과, 상기 제1 도전막보다 

막 두께가 큰 제2 도전막을 상기 제1 도전막 중 적어도 일부에 적층하여 전기 배선을 형성하는 제2 도전막 적층 공정

과, 상기 제2 도전막 적층 공정에서의 상기 제1 도전막과 상기 제2 도전막의 적층에 의해서 생긴 단차를 포함하지 않

는 상기 전기 배선상에 전자 부품을 배치하는 전자 부품 배치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방법에 따르면, 제1 도전막에 비하여 막 두께가 큰 제2 도전막을 형성함으로써, 배선 기판 내의 전기 배선을 

저저항화할 수 있다. 또한, 제1 도전막과 제2 도전막을 적층시켜 전기 배선을 형성해도, 전자 부품은, 적층에 의해서 

발생한 단차를 포함하지 않는 영역, 즉 제1 도전막 또는 제2 도전막의 단층 구조 부분, 혹은 제1 도전막과 제2 도전막

의 적층 구조 부분에 배치되기 때문에, 전자 부품과의 접속부분에서의 전기 배선의 두께는 일정하게 되어, 두께의 차

에 의해서 생기는 접속 불량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표시 장치는, 화상의 표시를 행하는 표시 영역과, 상기 표시 영역의 주변에 배치되고 표시 영역으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판상에 전기 배 선이 패터닝된 주변 영역을 갖는 표시 장치로서, 상기 주변 영역에 패터닝

된 상기 전기 배선은, 제1 도전막과 상기 제1 도전막보다 막 두께가 큰 제2 도전막을 포함하여 형성됨과 함께, 상기 

제2 도전막은, 상기 기판과는 다른 지지 기재상에 형성된 후, 상기 배선 기판에 전사된 전사막이며, 또한 상기 제1 도

전막과 상기 제2 도전막은 이방 도전성을 갖는 접착 부재로 접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제1 도전막과 그 위에 배치되는 저저항의 제2 도전막을 전기적이고 또한 기계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접착 부재는 이방 도전성을 갖기 때문에, 인접하는 주변 전기 배선끼리의 단락을 방지할 수 있어, 

표시 영역으로 양호하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우수한 점은 이하에 도시하는 기재에 의해 충분히 알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이점은 

첨부 도면을 참조한 다음의 설명으로 명백하게 될 것이다.

<실시 형태>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에 대하여, 도 1의 (a) 내지 도 7, 및 도 11, 도 12의 (a)∼(c)를 참조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본 

발명은 이하의 기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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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 형태에서는, TFT(Thin Film Transistor) 소자를 이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패널을 예로 들어 설

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배선 기판이 형성된 액정 표시 패널(표시 장치)의 평면 개략도이다. 도 2에 도시한 바

와 같이, 본 액정 표시 패널은,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기판)(11)과 대향 기판(12)이 접 합된 구조로 되어 있고,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1)의 일부가 노출되는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액정 표시 패널은 이 한쌍의 기판 사이의 간

극에 액정층을 갖고 있다. 도 2의 대향 기판(12) 내의 격자 모양이 표시 영역(13)이다. 표시 영역(13)은 화상 신호에 

기초하는 영상을 표시하는 영역이다. 상기 표시 영역(13) 이외의 영역, 즉, 표시 영역(13)의 주변부 영역에 대해서는,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프레임 영역(14)(주변 영역)이라고 칭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배선 기판은 상기 프레임 영역(1

4)에 형성되어 있다.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1)은, 유리 기판상에 주사선, 신호선으로 이루어지는 격자형상의 매트릭스 배선(전기 배선), 

화소마다 형성된 스위칭 소자(TFT 소자), 화소 전극 등이 형성된 것이다. 대향 기판(12)에는, 공통 전극이 형성되어 

있다.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1)의 프레임 영역에는, 주사선의 선순차 주사를 담당하는 게이트 드라이버 IC(15) 및 신

호선에 화상 데이터 신호를 공급하는 소스 드라이버 IC(16)가 각각 복수개 형성되어 있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액정 표시 패널에서는, 전자 부품으로서, 상기 각 드라이버 IC(15, 16)가 TCP 실장 방식(TAB 실장 방식이라고도 

함)에 의해 접속된 구조를 하고 있다.

TCP 실장 방식이란, 폴리이미드 필름 등의 플렉시블 기재 위에 IC 칩이 탑재된 TCP(전자 부품)를 표시 패널과 접속

하는 방식이다. 게이트 드라이버 IC(15)가 탑재된 TCP를 게이트 TCP(17), 소스 드라이버 IC(16)가 탑재된 TCP를 

소스 TCP(18)라고 부른다.

또한, 표시 패널의 프레임 영역(14)의 일부에는, 신호 입력용 FPC(19)가 접 속되어 있다. 이 신호 입력용 FPC(19)는,

표시에 필요한 각종 전기 신호(화상 데이터 신호 등)나 드라이버 IC(15, 16) 등을 구동하기 위한 전원(IC 구동용 전원

전압, 공통 전극 구동용 전원 전압 등)을 외부로부터 표시 패널에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액정 표시 패널

에서는, 화상 표시를 행하기 위한 화상 데이터 신호, 드라이버 IC(15, 16)를 위한 구동 전원, 대향 기판(12)측 공통 전

극의 전기 신호 등은, 전부 FPC(19)로부터 공급된다. 공급된 각종 신호는, 게이트 TCP(17) 혹은 소스 TCP(18) 내의

배선을 순차 전달함으로써 배선 수를 감소시킨다. 즉, 본 액정 표시 패널은 '신호 전달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의

해서, 본 액정 표시 패널은, 종래 사용하고 있던 대형의 외부 회로 기판(PWB)을 없애, 표시 영역(13) 이외의 영역을 

소면적화한 구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레임 영역(14)에는, 복수의 배선이 형성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표시 영역(13)으로 화상 데이터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1 주변 전기 배선(21)(표시 영역으로의 공급용 전기 배선)과, 인접하는 각 TCP(17, 18) 사이의 전기적 접속을

행하는 제2 주변 전기 배선(22)이 배치된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제2 주변 전기 배선은 인접하는 복수개의 전자 부품

끼리를 접속하고 있다.

FPC(19)와, 게이트 TCP(17) 혹은 소스 TCP(18)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전기 배선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제2

주변 전기 배선에 포함된다. 또한, 제2 주변 전기 배선은 복수개의 전기 배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어도 그 중의 1개

는 드라이버 IC(15, 16)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배선(23)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표시 영역(13)에 배치되어 있는 매트릭스 배선은 0.5μm 이하(바람 직하게는 0.1∼0.4μm)의 도전성을 갖는

금속 등의 소재로, TFT 소자를 형성하는 박막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소재로서, 구체적으로는, Al, Ta,

Mo, Cr, Ti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매트릭스 배선은 상술한 바와 같은 소재의 재료를 이용하여, 단층막, 적층막, 

합금막 등을 형성하여 얻어진다.

또한, 프레임 영역(14)에 배치되어 있는 제1 주변 전기 배선(21), 제2 주변 전기 배선(22)(전기 배선)은, 표시 영역(13

)의 매트릭스 배선의 형성과 동일한 프로세스, 동일한 재료를 이용하여 형성되는 금속 박막(제1 도전막)과, 다른 공정

에 의해 형성되는 상기 금속 박막보다 막 두께가 큰 전사 금속막(제2 도전막)을 포함하여 형성되다. 상기 주변 전기 

배선(21, 22)의 구성 및 형성 방법에 대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도 3은 상기 프레임 영역(14)에 배치되어 있는 배선 기판 내의 제2 주변 전기 배선의 단면 구조의 일례를 도시하는 단

면도이다.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1)의 표면에는 금속 박막(31)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금속 박막(31)의 상층에는,

금속 박막(31)의 부식,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전성 산화막(32)이 적층되어 있다. 상기 도전성 산화막(32)은 생략

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전성 산화막(32)의 상층에는, 이방 도전성 접착재(접착 부재)(33)를 통하여 저저항성의 전사 

금속막(34)이 배치되어 있다. 상기 전사 금속막(34)에는 재료 소재로서 저항율이 낮은 Cu, Ag, Ni, Au, Al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상기 금속 전사막(34)은 이들 재료의 단층막, 적층막, 합금막 등이다.

또한, 상기 금속 전사막(34)은, 재료로서 Cu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하다. 상기 금속 전사막(34)의 두께는

, 하층의 금속 박막(31)에 비하면 막 두께가 크고, 구체적으로는 1μm 이상 15μ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인접하는 드라이버(15, 16)(TCP(17, 18)) 사이를 접속하는 전기 배선으로서 충분히 저저항인 배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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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전사 금속막(34)은 저저항 금속막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본 실시 형태의 액정 표시

패널에서는, 제1 주변 전기 배선(21), 제2 주변 전기 배선(22)의 일부분이 금속 박막(31)과 전사 금속막(34)의 적층 

구조로 되어 있다. 상기 일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금속 박막(31) 혹은 전사 금속막(34)의 단층 구조로 되어 있다.

계속해서, 상술된 바와 같이 금속 박막(31)과 전사 금속막(34)이 적층된 제2 주변 전기 배선(22)의 형성 방법에 대하

여 설명한다. 도 4의 (a) 내지 (d)는 상기 제2 주변 전기 배선 형성의 각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배선 기판의 단면도이다

.

먼저, 도 4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1)상에 제2 주변 전기 배선(22)의 하층이 되는 금속 박

막(31)의 패턴을 형성한다. 이 공정에서는, 상술한 표시 영역(13) 내의 TFT 소자를 형성하는 박막 프로세스로, TFT 

소자와 동시에 금속 박막(31)의 패턴을 형성한다. 상기 금속 박막(31)의 재질로서는, Al, Ta, Mo, Cr, Ti 등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재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주지의 포토리소그래피나 에칭 등에 의해 단층막, 적층막, 혹은 합

금막 등으로 이루어지는 금속막(31)이 형성된다. 금속 박막(31)이 형성된 후, ITO(인듐 주석 산화물), IZO(인듐 아연 

산화물) 등으로 이루어지는 도전성 산화막이 적층된다.

다음으로, 도 4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금속 박막(31)상에 이방 도전성 접착재(33)가 배치된다. 상기 이방 도전성 

접착재(33)로서는, 절연성의 수지로 이루어지는 바인더(결합제) 중에 도전성 입자(예를 들면, 플라스틱 구(球)의 주위

에 Au/Ni 도금막이 형성되어 있는 도전성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ACF(이방 도전성 필름)나 ACP(이방 도전성 페이스

트)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 절연성 수지로서는, 열 경화성 혹은 열가소성을 갖고, 가열 처리에 의해 접착 효과를 발휘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이방 도전성 접착재(33)는 금속 박막(31)이 패터닝된 부분의 상층에만 배

치해도 되고, 복수의 금속 박막(31) 패턴을 덮도록 평면 일체로 배치해도 된다.

다음으로, 도 4의 (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전에 표시 패널과는 다른 지지 필름(36)(지지 기재)상에, 배선 형상에 대

응하도록 패턴 형성된 금속막(전사 금속막(34))을, 이방 도전성 접착재(33)가 있는 금속 박막(31) 패턴상에 전사하여,

전사 금속막(34)으로 한다. 이 전사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게는 온도 150∼200℃의 열압착(열 프레스) 프로세스에 의

해, 배선 기판상에 배치된 지지 필름(36)의 상측에서 열압착을 행한다. 이 공정에서, 패터닝된 금속 박막(31)과 전사 

금속막(34)은 이방 도전성 접착재(33)로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다음으로, 도 4의 (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지지 필름(36)을 제거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지지 필름(36)과 전사

금속막(34) 패턴 사이에, 광(바람직하게는 자외선) 조사에 의해 접착성(또는 점착성)을 저하시키는 광붕괴성 수지(바

람직하게는 자외선 붕괴성 수지)나, 가열에 의해 접착성을 저하시키는 열가소성 수지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지층을 형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을 이용함 으로써, 광조사 혹은 가열 처리에 의해 전사 금속막(34)을 지지 필름(

36)으로부터 간단히 박리시킬 수 있다.

또한, 전사 후의 전사 금속막(34)의 표면에는, 계면 활성제 등의 변색 방지제(예를 들면, 멜텍스사제 엔텍 CU-56, 기

타이케산업사제 BT-7 등)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보호를 실시해 두어도 된다. 전사 금속막(34)으로서 구리(Cu)를 포

함하는 경우에는, 상기 변색 방지제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것에 따르면, Cu 표면의 부식, 산화에 의한 

고저항화를 방지할 수 있다. 상술한 형성 방법에 의해, 제2 주변 전기 배선(22)상에 저저항성의 금속막(전사 금속막(3

4))을 배치할 수 있어, 배선의 저저항화를 도모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배선의 저저항화는 제1 주변 전기 배선(2

1)에 적용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지지 필름(36)상에 전사용 전사 금속막(34)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5의 (a) 내지 (f)는 그 

방법의 일례를 각 공정순으로 도시하는 전사용 필름의 단면도이다.

먼저, 도 5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지지 필름(36)으로서 폴리이미드로 이루어지는 필름을 준비한다. 상기 지지 필

름(36)의 표면은, 수산화칼륨(KOH) 등의 알칼리 수용액으로 적절하게 거칠게 해 두어도 된다. 다음으로, 도 5의 (b)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지지 필름(36)의 표면에 무전해 Cu 도금 피막(38)을 형성한다. 이 공정은, Pd 등의 촉매를 부여

한 후, 시판하는 무전해 Cu 도금욕에 지지 필름(36)을 침지시켜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도 5의 (c)에 도시한 바와 같

이, 무전해 Cu 도금 피막(38)의 상층에 전기 도금법에 의해 Cu 도금 피막(39)을 더 형 성하여 Cu막을 후막화한다. 무

전해 도금법만을 이용하여 Cu 피막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Cu의 막 두께를 후막화하는데에는 장시간을 요한다

. 띠라서, μm 오더의 두께를 갖는 Cu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본 방법과 같이 무전해 도금법과 전기 도금법을 병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해서, 도 5의 (d)에 도시한 바와 같이, Cu 도금 피막(39)의 상층에 배선 패턴에 대응한 레지스트 패턴(40)을 형성

한다. 상기 레지스트 패턴(40)은, 도금욕에 대하여 내성을 갖는 레지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를 들면, 감

광성을 갖는 드라이 필름 레지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5의 (e)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에칭에 의해 불필요

한 Cu막(38, 39)을 제거한다. Cu는 염화철의 산 용액 등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에칭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5의 (f)에

도시한 바와 같이 레지스트 패턴(40)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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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방법에 의해, 지지 필름(36)상에 전사용 전사 금속막(34)(무전해 Cu 도금 피막(38) 및 Cu 도금 피막(39))을 

형성할 수 있다. 도 6의 (a) 내지 (f)는 도 5 (a)∼(f)에 도시하는 형성 방법의 변형예를 각 공정순으로 도시하는 전사용

필름의 단면도이다. 이 변형예에서는, 무전해 Cu 도금 피막(38)의 상층에 레지스트 패턴(40)을 형성한 후에, Cu 도금

피막(39)을 형성한다(도 6의 (c), 도 6의 (d) 참조). 그리고, 그 후, 레지스트 패턴을 박리하여(도 6의 (e) 참조), 노출

되어 있는 표층 Cu(무전해 Cu 도금 피막(38), 및 Cu 도금 피막(39)의 표층부)만을 에칭에 의해 제거한다(도 6의 (f) 

참조).

이러한 폴리이미드로 이루어지는 전사 필름상에의 Cu의 무전해 도금법에 의 한 피막 방법 및, 패턴 형성 방법에 관해

서는, 일본 특개 2001-73159 공보(2001년 3월 21일 공개)를 참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일본 표면 기술 협회 

주최 제100회 강연 대회 강연 요지집(일본 표면 기술 협회 발행, 1999년 9월 17일 발행) 23, 24쪽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으로, 자외선을 이용하여 폴리이미드로 이루어지는 필름상에 Ag 패턴을 형성하고, Ag 패턴상에 선택적으로 Cu 

도금을 실시함으로써 전사 금속막을 형성해도 된다.

여기서, 폴리이미드 필름상에 무전해 도금법으로 성막한 Cu막의 밀착성(박리 강도)과 가열 온도의 관계를 도 7을 이

용하여 설명한다. 도 7은 폴리이미드 필름 상의 Cu막의 박리 강도와 가열 온도의 상관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래

프에서, 횡축은 가열 온도(t)이고 종축은 박리 강도(kg/cm)이다. 또한, 그래프 내의 실선은 폴리이미드 표면이 무 처

리인 경우이고, 파선은 폴리이미드 표면에 화학 에칭이 실시되어 있는 경우이다. 도 7의 그래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폴리이미드는, 표면 처리의 유무에 상관없이, 150℃ 정도의 가열에 의해 박리 강도가 급격히 저하하여 박리가 쉽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가열 처리함으로써, Cu막(38, 39)과 폴리이미드로 이루어지는 지지 필름(36)과의 밀착성이 저하하여 박리되기 

쉬워진다. 따라서, 상술한 방법으로 얻어진 Cu막(38, 39)이 형성된 지지 필름(36)을 소정의 장소에 위치 정렬하여, 가

압하면서 가열 처리를 실시함으로서, 간단히 Cu막(38, 39)을 다른 기판상에 전사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Cu막(38, 39

)의 두께(무전해 Cu 도금 피막(38)과 Cu 도금 피막(39)을 정합한 두께)는 5∼15μm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이용할 수 있는 지지 필름(36)의 종류 및 전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상술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예

에 대해서는, 일본 특개평 10-70354호 공보(1998년 3월 10일 공개), 일본 특개 2000-349445 공보(2000년 12월 1

5일 공개) 및 일본 닛케이 일렉트로닉스(닛케이 BP사, 2002. 3. 11 호) 26, 27쪽에 기재되어 있는 회로 형성 전사 테

이프에 유사한 것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상기 지지 필름(36)의 소재로서는, 패턴 정밀도가 높은 고정밀의 

회로 배선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신축성이 작은 폴리이미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패턴 정밀도가 낮은 

회로 배선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폴리이미드보다 염가인 PET(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 PES(폴리에테르 술폰), 

에폭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해서, 본 액정 표시 패널의 프레임 영역(14)에 배치된 배선 기판의 주변 전기 배선(21, 22)의 배선 레이아웃이 바

람직한 예에 대하여, 도 1의 (a) 내지 (d)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의 (a) 내지 (d)는 도 2에 도시하는 액정 표시 패

널의 프레임 영역(14) 상에 A로 나타내는 실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배선 패턴의 각 예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즉, 

도 1의 (a) 내지 (d)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1)상에 제1 주변 전기 배선(21) 및 제2 주변 전기 배선(22)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도시한다. 또, 상기 주변 전기 배선(21, 22)을 사이에 삽입하도록 소스 TCP(18)가 실장되는 부분에 대해

서는 일점쇄선으로 둘러싸 나타낸다. 이 일점쇄선으로 나타내는 영역을 TCP 실장 영역이라고 한다. 또한, 주변 전기 

배선(21, 22) 중, 금속 박막(31)을 포함하는 부분은 윤곽선으로 나타내고, 전사 금속막을 포함하는 부분은 사선으로 

나타내며, 양자가 적층되어 있는 부분은 양자를 중첩하여 나타낸다. 이 적층되어 있는 부분은 상술한 이방 도전성 접

착재(33)를 통하여 도통하고 있다.

도 1의 (a)에 도시하는 예에서는, 제1 주변 전기 배선(21)은 금속 박막(31)만으로 형성되어 있고, 제2 주변 전기 배선

(22)은 TCP 실장 영역을 포함하는 일부분이 금속 박막(31)만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이외의 제2 주변 전기 배선(2

2)은 금속 박막(31)과 전사 금속막(34)의 적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도 1의 (b)에 도시하는 예에서, TCP 실장 영역에서는, 제1 주변 전기 배선(21), 제2 주변 전기 배선(22)은 금속

박막(31)과 전사 금속막(34)의 적층 구조를 갖고 있다. 그 밖의 부분에서는, 도 1의 (a)에 도시하는 예와 동일한 구성

을 하고 있다. 도 1의 (c) 및 도 1의 (d)에 도시하는 예는, 각각 도 1의 (a) 및 도 1의 (b)에 도시하는 것의 변형예이다. 

도 1의 (c) 및 도 1의 (d)에서는, 인접하는 소스 TCP(18) 사이의 접속 배선(제2 주변 전기 배선(22)의 일부)이 전사 

금속막(34)의 단층 구조로 되어 있다. 상기 주변 전기 배선(21, 22)은 TCP 실장 영역에서, 도시하지 않은 TCP 측 접

속 단자와 이방 도전성 접착재를 통하여 도통하고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도 1의 (a) 내지 (d)에 도시하는 주변 전기 배선(21, 22)의 배선 패턴은,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1)

과 소스 TCP(18) 사이에 삽입되는 부분에서, 금속 박막(31)의 단층막, 혹은 금속 박막(31)과 전사 금속막(34)의 적층

막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제2 주변 전기 배선(22)의 소스 TCP(18) 사이의 접속 부분에서는, 적어도 전사 금속막(34)

이 포함되어 있다. 제1 주변 전기 배선(21)의 TCP 실장 영역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 영역(13)으로 도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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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이기 때문에, 금속 박막(31)만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 1의 (a) 내지 (d)에 도시하는 배선 패턴의 어느 하나를 채용함으로써, TCP 실장 영역에서는, 제1 주변 전

기 배선(21)과 제2 주변 전기 배선(22)의 두께를 같게 할 수 있다. 이것에 따르면, 다른 두께의 배선이 혼재함에 따른 

TCP의 접속 불량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소스 TCP(18) 사이의 접속 부분의 제2 주변 전기 배선(22)에 있어

서는, 저저항성 전사 금속막(34)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동 전원 등으로부터의 각종 외부 신호를 저저항화된 배선

을 통하여 소스 TCP(18) 사이를 전달시킬 수 있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소스 TCP(18) 실장 영역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게이트 TCP(17) 실장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얻어지기 때문에, 상술한 배선 구성을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드라이버 IC(15, 16)를 외부의 구동 전원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전원 배

선(23)을 상기 제2 주변 전기 배선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 1의 (a) 내지 (d)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본 발명에 있어서는, TCP 실장 영역 내에서, 제1 주변 전기 배

선(21)과 제2 주변 전기 배선(22)이 전사 금속막(34)의 단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성으로 하여도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배선 기판을 구비한 액정 표시 패널(표시 장치)에서는, 전사 금속막(34)의 패턴을 이용함으로써,

TCP 간의 접속 배선(제2 주변 전기 배선(22))의 저저항화가 가능해진다.

즉, 상기 액정 표시 패널에서는, 저저항화된 제2 도전막을 포함하여 형성된 제2 주변 전기 배선은 인접하는 각 TCP(

복수개의 전자 부품)끼리를 접속하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인접하는 각 TCP 간의 전기 배선의 고저항화를 초

래하지 않고, 액정 표시 패널의 프레임 영역 전체에 걸쳐 세로로 버스 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외부 회로 

기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액정 표시 패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액정 표시 패널에서는, 전원 배선(23)도 제2 주변 전기 배선의 하나로서 제2 도전막을 포함하여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으로부터 출력된 구동 신호의 전달을 양호하게 행할 수 있다.

상술한 실시 형태에서는, TCP 사이의 접속 배선(제2 주변 전기 배선(22))의 저저항화를 행하는 경우에, 기초가 되는 

제1 도전막상에 제2 도전막(저저항 금속)을 전사함으로써 전기 배선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제2 도전막의 형성 방법은 상술한 전사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면 이하의 (1), (2)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1) 잉크젯법

도 11에는 잉크젯법에 의해 제2 도전막을 형성하는 경우의 상태를 모식적으로 도시한다.

이 잉크젯법에서는, Cu, Au, Ag, Ni, Pd, Sn 등의 금속미립자가 분산된 용액이나, 일본 특개 2002-339076 공보(200

2년 11월 27일 공개)나 일본 특개 2002-338891 공보(2002년 11월 27일 공개)에 개시되어 있는 유기 금속 화합물

을 함유하는 용액을 잉크로서 사용한다. 그리고,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살표 A 방향 으로 잉크젯 헤드(50)를 

움직임으로써, 잉크젯 헤드(50)로부터 상기 잉크를 소정의 장소에 분무하여,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1) 상의 프레임 

영역(14)에 제2 도전막(34)을 형성한다. 이에 의해, 매우 간편한 프로세스로 제2 도전막(34)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2) 습식 도금법

습식 도금법에서는, 소정의 영역(제2 도전막을 형성하여야 할 영역)에 Pd, Au, Ag, Cu 등으로 이루어지는 촉매를 미

량 부여한 후, 그 촉매를 부여한 영역에만 제2 도전막(Cu, Au, Ag, Ni, Pd, Sn 등)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12의 (a)∼(c)는 습식 도금법에 의해 제2 도전막을 형성하는 경우의 각 공정의 상태를 순서대로 도시한다.

먼저, 촉매로서 작용하는 금속(Pd, Au, Ag, Cu 등)을 소정의 영역에만 부여하기 위해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1) 

상의 프레임 영역(14)에, 제2 도전막을 형성하는 영역과 형성하지 않는 영역의 표면 상태(습윤성 등)에 차를 생기게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 12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1)상의 프레임 영역(14)에서, 제2 

도전막을 형성하고자 하는 영역은 친수성을 갖는 친수부(14a)로 하고, 제2 도전막을 형성하지 않는 영역은 발수성을 

갖는 발수부(14b)로 한다.

계속해서, 도 12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친수부(14a)상에 Pd, Au, Ag, Cu 등으로 이루어지는 촉매를 미량 부여하

여 촉매층(41)을 형성한다. 이 촉매층의 형성 방법으로서는, ① 각층이 적층된 기판 자체를, 촉매 금속 이온을 함유하

는 용 액에 침지시킴으로써, 소정의 영역(제2 도전막의 형성 영역)에만 촉매 금속을 흡착시키는 방법과, ② 촉매가 되

는 금속미립자가 분산된 잉크나, 촉매가 되는 금속 화합물을 함유하는 잉크를 잉크젯법에 의해 소정의 장소에 분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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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도 12의 (c)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무전해 도금법을 이용하여 앞의 공정에서 형성된 촉매층(41)의 패턴에 준하

여 도금 피막을 성장시킴으로써 제2 도전막(34)을 형성한다.

(1)의 잉크젯법에 이용하는 잉크는 잉크 재료의 제조에 노하우가 필요하고, 재료 비용이 증가하기 쉽지만, (2)의 습식

도금법은, 비교적 염가의 도금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2 도전막을 후막화할 때 유용하다. 또한, (1)의 잉크젯법

에서는, 제2 도전막을 후막화하는 경우에, 적하 사이즈를 크게 하거나, 중첩 도포를 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패턴 정

밀도가 열화하기 쉽다. 한편, (2)의 습식 도금법은, 촉매층의 패턴에 준하여 도금 피막이 성장하기 때문에, 후막화하여

도 패턴 정밀도가 열화하지 않는다.

도금법에 의한 제2 도전막의 형성에 있어서는, 상술한 무전해 도금법 이외에, 전기 도금법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

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배선 기판 내의 전자 부품으로서, 드라이버 IC를 갖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본 발

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메모리 등의 다른 각종 전자 부품을 구비한 배선 기판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

한, 드라이버 IC를 갖는 상기 배선 기판으로서는, 예를 들면, COG 실장 방식, TCP 실장 방식에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것에 따르면, 주변 전기 배선의 접속 불량을 용이하게 피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 있어서는, 상기 배선 기판을 구비하는 전자 장치로서, 액정 표시 장치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

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전자 장치에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전자 장치로서는, 예를 들면 액티브 매트

릭스 기판을 이용한 플랫형 센서 패널(X선 촬상 장치, 원고 판독 장치) 등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

의 표시 장치는, 상술한 액정 표시 패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EL 디스플레이, 전기영동 디스플레이, 전

자 토너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등의 각종 표시 장치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상기 배선 기판에서 상기 제1 도전막과 상기 제2 도전막은 이방 도전성을 갖는 접착 부재로 접

착되어 있어도 된다.

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기판상에 형성되어 있는 제1 도전막과 그 위에 배치되는 제2 도전막을 전기적이고 또한 기계

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접착 부재는 이방 도전성을 갖기 때문에, 인접하는 주변 전기 배선끼리의 단락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배선 기판의 상기 제2 도전막은 강철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상기 제2 도

전막을 보다 저저항화할 수 있음과 함께, μm 오더의 두께를 갖는 제2 도전막을 도금법에 의해 간편하게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배선 기판의 상기 제2 도전막의 두께는 1μm 이상 15μ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충분

히 저저항인 전기 배선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배선 기판의 상기 제2 도전막은, 상기 배선 기판과는 다른 지지 기재상에 형성된 후, 상기 배선 기판에 전사한 전

사막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제1 도전막보다 막 두께가 큰 제2 도전막을 소정 영역에만 간편하게 배치할 수 있다. 또한, 배

선 기판은 다른 지지 기재상에서 제2 도전막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금법 등에 따라 제2 도전막을 형

성하는 경우에, 배선 기판 자체가 도금에 침지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배선 기판에 미치는 손상을 줄일 수 있

다.

상기 전사막이 형성되는 상기 지지 기재는, 폴리이미드 수지를 포함하여도 된다. 이 구성에 따르면, 가열 처리를 행함

으로써 용이하게 폴리이미드 수지와 제2 도전막의 밀착성을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2 도전막을 배선 기판으로 

간편하게 전사할 수 있다.

상기 배선 기판의 상기 제2 도전막은, 상기 지지 기재상에 열가소성 수지층을 통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이 구성에 따

르면, 가열 처리하여 열가소성 수지층을 연화시킴으로써, 지지 기재로부터 용이하게 도전막을 떼어 박리하여 배선 기

판으로 전사할 수 있다.

상기 배선 기판의 상기 제2 도전막은 상기 지지 기재상에 광붕괴성 수지층을 통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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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광조사를 행하여 광붕괴성 수지층과 도전막의 밀착성을 저감시킴으로써, 지지 기재로부터 용

이하게 도전막을 떼어 박리하여 배선 기판 으로 전사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광붕괴성 수지층은 자외선 조사에 의해 

붕괴되는 자외선 붕괴성 수지층이어도 된다.

상기 제2 도전막은 금속 미립자가 분산된 용액, 또는 유기 금속 화합물을 함유하는 용액으로 형성되어도 된다.

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금속 미립자가 분산된 용액, 또는 유기 금속 화합물을 함유하는 용액을 잉크로서 이용하여, 잉

크젯법에 의해 매우 간편한 프로세스로 제2 도전막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제2 도전막은 습식 도금 피막이어도 된다.

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비교적 염가인 도금 재료를 사용하여 제2 도전막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제2 도전막을 후막화

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또한, 상기 습식 도금 피막은, 촉매층의 패턴에 준하여 피막이 성장하기 때문에, 후막화한 경우

라도, 패턴 정밀도가 열화하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의 표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배선 기판의 전자 부품은, 복수개구비되고, 상기 전기 배선은 상기 표시 영

역 내의 전기 배선과 상기 전자 부품을 접속하는 제1 주변 전기 배선과, 상기 제2 도전막을 적어도 포함하여 형성되며

, 상기 전자 부품끼리를 접속하는 제2 주변 전기 배선을 갖는 구성으로 하여도 된다.

상기 표시 장치에 있어서, 전자 부품끼리를 접속하는 제2 주변 전기 배선은, 제2 도전막을 포함함으로써 저저항화되

어 있다. 그 때문에, 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표시 패널 외부의 구동 전원 등으로부터, 드라이버 IC 등을 구비하는 각 전

자 부품으로 배선을 형성할 필요가 없어져 배선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 서, 표시 패널의 표시 영역 이외의 

부분을 소면적화할 수 있다.

상기 표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2 주변 전기 배선은 인접하는 복수개의 전자 부품끼리를 접속하는 구성이어도 된다.

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제2 주변 전기 배선이 저저항화된 제2 도전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하는 전자 부품끼

리를 접속해도 고저항화를 초래하지 않고, 표시 장치의 주변부 전역에 걸쳐 세로로 버스 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외부 회로 기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 표시 장치를 얻을 수 있다.

상기 표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2 주변 전기 배선에는 상기 전자 부품의 전원 배선이 포함되어 있어도 된다.

상기한 구성에 따르면, 전원으로부터의 구동 신호를 저저항화된 전원 배선에 의해 공급할 수가 있어, 신호의 전달을 

양호하게 행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막 적층 공정은, 상기 기판과는 다른 지지 기재상에, 상

기 제1 도전막보다 막 두께가 큰 제2 도전막을 형성하는 제2 도전막 형성 공정과, 상기 제2 도전막을 상기 제1 도전막

중 적어도 일부에 적층하도록 전사하여 전기 배선을 형성하는 전사 공정으로 구성되어도 된다.

상기한 방법에 따르면, 제1 도전막보다 막 두께가 큰 제2 도전막을, 전사법에 의해 소정 영역에만 간편하게 배치할 수

있다. 또한, 배선 기판은 다른 지지 기재상에서 제2 도전막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배선 기판에 제공하는 손상을 줄

일 수 있다.

상기한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막 적층 공정은, 상기 제2 도전막 형성 공정과 상기 전사 공정 

사이에, 상기 제1 도전막 및/또는 상기 제2 도전막상에, 이방 도전성을 갖는 접착 부재를 배치하는 접착 부재 배치 공

정을 더 포함하여도 된다.

상기한 방법에 따르면, 제1 도전막과 그 상층에 배치되는 제2 도전막을 전기적이고 또한 기계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접착 부재는 이방 도전성을 갖기 때문에, 인접하는 주변 전기 배선끼리의 단락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한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막 적층 공정은 잉크젯법에 의해 실시되어도 된다.

상기한 방법에 따르면, 매우 간편한 프로세스로 제2 도전막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한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막 적층 공정은 습식 도금법에 의해 실시되어도 된다.

상기한 방법에 따르면, 비교적 염가인 도금 재료를 사용하여 제2 도전막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제2 도전막을 후막화

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또한, 습식 도금법이면, 촉매층의 패턴에 준하여 도금 피막이 성장하기 때문에, 후막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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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패턴 정밀도가 열화하지 않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실시 형태 또는 실시예는, 어디까지나, 본 발명의 기술 내용을 분명

히 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구체예에만 한정하여 협의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본 발명의 정신과 다음에 기재하는 특

허 청구 범위의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로 변경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은 배선과 배선상의 전자 부품과의 접속 부분에서 접속 불량을 방지하면서, 배선의 저저항화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배치된 전자 부품과, 상기 기판상에 패터닝되고 일부가 상기 기판과 상기 전자 부품 사이에 삽

입되는 전기 배선을 구비하며,

상기 전기 배선은, 제1 도전막과 상기 제1 도전막보다 막 두께가 큰 제2 도전막을 포함하여 형성됨과 함께, 상기 기판

과 상기 전자 부품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전자 부품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상기 전기 배선은, 상기 제1 도전막 또는 

상기 제2 도전막의 단층 구조, 혹은 상기 제1 도전막과 상기 제2 도전막의 적층 구조의 어느 한쪽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선 기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막과 상기 제2 도전막은 이방 도전성을 갖는 접착 부재로 접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선 기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막은 구리를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선 기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막의 두께는 1μm 이상 15μ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선 기판.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막은 상기 배선 기판과는 다른 지지 기재상에 형성된 후, 상기 배선 기판에 전사한 전사막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배선 기판.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 기재는 폴리이미드 수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선 기판.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막은 상기 지지 기재상에 열가소성 수지층을 개재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선 기판.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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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도전막은 상기 지지 기재상에 광붕괴성 수지층을 개재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선 기판.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막은 금속 미립자가 분산된 용액, 또는 유기 금속 화합물을 함 유하는 용액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배선 기판.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막은 습식 도금 피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선 기판.

청구항 11.
화상의 표시를 행하는 표시 영역과, 상기 표시 영역의 주변에 배치되어 표시 영역으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주변 영

역을 구비하는 표시 장치로서,

상기 주변 영역은,

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배치된 전자 부품과, 상기 기판상에 패터닝되고 일부가 상기 기판과 상기 전자 부품 사이에 삽

입된 전기 배선을 갖고, 상기 전기 배선은 제1 도전막과 상기 제1 도전막보다 막 두께가 큰 제2 도전막을 포함하여 형

성됨과 함께, 상기 기판과 상기 전자 부품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전자 부품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상기 전기 배선은, 

상기 제1 도전막 또는 제2 도전막의 단층 구조, 혹은 상기 제1 도전막과 상기 제2 도전막의 적층 구조의 어느 한쪽만

으로 이루어지는 배선 기판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부품은, 상기 배선 기판상에 복수개 구비되고, 상기 전기 배선은, 상기 표시 영역 내의 전기 배선과 상기 전

자 부품을 접속하는 제1 주변 전기 배선과,

상기 제2 도전막을 적어도 포함하여 형성되고, 상기 전자 부품끼리를 접속하는 제2 주변 전기 배선을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주변 전기 배선은 인접하는 복수개의 전자 부품끼리를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주변 전기 배선에는 상기 전자 부품의 전원 배선이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5.
기판상에 제1 도전막을 형성하는 제1 도전막 형성 공정과,

상기 제1 도전막보다 막 두께가 큰 제2 도전막을 상기 제1 도전막 중 적어도 일부에 적층하여 전기 배선을 형성하는 

제2 도전막 적층 공정과,

상기 제2 도전막 적층 공정에서 상기 제1 도전막과 제2 도전막의 적층에 의해 생긴 단차를 포함하지 않는 상기 전기 

배선상에, 전자 부품을 배치하는 전자 부품 배치 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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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도전막 적층 공정은,

상기 기판과는 다른 지지 기재상에, 상기 제1 도전막보다 막 두께가 큰 제2 도전막을 형성하는 제2 도전막 형성 공정

과,

상기 제2 도전막을 상기 제1 도전막 중 적어도 일부에 적층하도록 전사하여 전기 배선을 형성하는 전사 공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막 적층 공정은, 상기 제2 도전막 형성 공정과 상기 전사 공정 사이에, 상기 제1 도전막 및/또는 상기 제

2 도전막상에, 이방 도전성을 갖는 접착 부재를 배치하는 접착 부재 배치 공정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선 기

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막 적층 공정은 잉크젯법에 의해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막 적층 공정은 습식 도금법에 의해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선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화상의 표시를 행하는 표시 영역과, 상기 표시 영역의 주변에 배치되고, 표시 영역으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판

상에 전기 배선이 패터닝된 주변 영역을 구비하며,

상기 주변 영역에 패터닝된 상기 전기 배선은 제1 도전막과 상기 제1 도전막보다 막 두께가 큰 제2 도전막을 포함하

여 형성됨과 함께, 상기 제2 도전막은 상기 기판과는 다른 지지 기재상에 형성된 후, 상기 배선 기판에 전사된 전사막

이며, 또한 상기 제1 도전막과 상기 제2 도전막은 이방 도전성을 갖는 접착 부재로 접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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