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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복수의 도전층을 갖는 기판과 그 제조 및 이용 방법

요약

투명 도전성 재료의 층이 기판의 표면상에 배치된다. 여기에 더하여, 도전성 재료의 층들이 상기 투명 도전성 재료의 층 위

에 또는 상기 기판의 반대측 표면상에 퇴적된다. 이러한 층들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전기 회로를 형성하는 전기 컴포넌

트들 및 도전성 트레이스들을 장착하기 위한 패드들의 레이아웃을 만들어 낸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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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2003년 4월 22일자 미국 가출원 제60/464,438호, "Copper Bus on ITO Circuit" 및 2004년 2월 12일자 제60/

543,883호, "Process to Make Copper Bus on ITO Circuit"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상기 출원의 내용은 본원에 참

조로서 포함된다.

본 발명은 전기 회로 기판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투명 전극들과 다른 전극들 및 회로 소자들을 포함하는 전기 회로 기

판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이러한 기판들의 제조 및 이러한 기판들을 이용하는 전기 회로들의 제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투명 터치 패널 기판 및 투명 회로, 예컨대 유리 패널 또는 가요성 기판상의 ITO(indium tin oxide) 전극들 또는 트레이스

들이 터치 패널 설계 분야에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법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터치 패널을 통해 예컨대 장식이나 기타 표시

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패널 백라이트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패널들은 바람직하지만, 설계자들은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예컨대, 투명 도전체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납땜 특성을

보이므로, 저항, 커패시터, 트랜지스터 및 집적 회로와 같은 다른 전기 회로 컴포넌트들을 수용하고 이들에 접속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투명 도전체들은 이상적인 전기 도전체들이 아니다. 사실, 흔히 사용되는 투명 도전체인 ITO의 도전

성은 일반적으로 구리나 기타 흔히 사용되는 전기 도전체보다 열등하다. 이러한 이유로, 설계자들은 투명성이 필요한 터치

패널 영역에 투명 도전체를 사용하는 것에 종종 제한을 두며, 투명성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구리와 같은 통상적인 도전

체들을 이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선호한다.

그러나, 투명한 회로 부분들과 통상적인 회로 부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계면들을 구현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다.

예컨대, 투명한 회로 부분들과 통상적인 회로 부분들은 나중에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별개의 기판상에 종종 배치

된다. 이러한 별개의 기판들을 함께 접속시키는 것은 정밀한 정렬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접합될 다양한 컴포넌트들 사이

에서의 오차가 누적됨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별개의 기판들을 함께 접속시키는 것은 또한 압착 커넥터, 이방성

접착제 및 투명한 회로 부분과 다른 회로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잉크로 채워진 은 또는 다른 금속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정밀한 접합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일단 접합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연결된 별개의 보드들은 최초의 조립 후 및 사용 중의

취급, 진동 및 두 보드 사이의 상이한 수축 및 팽창으로 인하여 전기적 및/또는 물리적으로 분리되기 쉽다. 또한, 상술한 기

법을 적용하는 것은 개별 터치 패드들 사이의 최소 피치 또는 간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전체 터치 패널의 크기가 제한

을 받게 된다.

하나의 기판 상에 투명한 도전성 회로 부분과 통상의 도전성 회로 부분을 함께 결합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스크린 인쇄 공정 및/또는 연속 패터닝 및 박막 에칭을 이용하여 통상의 도전층 상에 투명 도전층을 인가

하는 방식을 수반하여 왔다. 예컨대, 이러한 시도들 중 하나는 기판에 구리 박막을 인가하는 단계와, 상기 구리막에 부가적

인 구리를 도금하는 단계와, 상기 구리층을 패터닝 및 에칭하는 단계와, 투명 도전성 재료의 박막을 상기 기판 및 통상적인

회로 부분들에 인가하는 단계와, 상기 투명 도전성 재료층을 패터닝 및 에칭하는 단계를 수반한다. 이러한 단계들은 상이

한 생산 라인 상에서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여러 상이한 공정들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상대적으로 시간 및 비

용이 많이 들게 된다. 또한, 그 결과로서 생성되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투명한 회로 부분과 통상적인 회로 부분 사이의 접합

부에서 날카로운 전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투명층이 통상적인 회로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의 성질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날카로운 전환으로 인해 투명 회로 부분 및 통상적인 회로 부분 사이의 전기적 접속의 신뢰성이 낮아지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복수의 박막 도전층을 갖는 전기 회로 플랫폼 및 그 제조 및 이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바

람직하게는 투명한 도전성 재료의 층이 강성 또는 가요성 유전층의 표면상에 배치된다. 하나 이상의 부가적인 도전성 재료

의 층들이 상기 제1층 및/또는 상기 기판의 반대측 표면상에 배치된다. 여러 층들이 선택적으로 마스킹 및 에칭되어, 전기

회로를 형성하는 전기 컴포넌트들 및 도전성 트레이스들을 장착하도록 원하는 패턴의 본딩 패드들(bonding pads)을 생성

하게 된다.

가요성 전기 회로 플랫폼은 공급 롤(supply roll)로부터 가요성 기판을 펼쳐내는 단계와, 연속적으로 또는 인덱스(index)

를 기준으로 상기 기판에 도전층들을 인가하는 장치를 통해 상기 기판을 공급하는 단계와, 감개 롤(take-up roll)에 인가

되는 도전층들과 함께 상기 기판을 감는 단계에 의해 벌크(bulk)로 생성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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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복수의 도전층을 갖는 기판을 포함하는 전기 회로 플랫폼의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복수의 도전층을 갖는 전기 회로 플랫품을 준비하기 위한 공정 및 시스템의 개략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복수의 도전층을 갖는 기판을 포함하는 전기 회로 플랫폼 상에 형성된 전기 회로의 평면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복수의 도전층을 갖는 기판을 포함하는 전기 회로 플랫폼 상에 형성되는 전기 회로를 제조하기 위

한 공정의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복수의 도전층을 갖는 기판을 포함하는 전기 회로 플랫폼 상에 형성되는 전기 회로를 제조하기 위

한 대체 공정의 흐름도.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복수의 도전층을 갖는 기판을 포함하는 전기 회로 플랫폼(10)의 실시예를 단면도로 도시하고 있다.

기판(12)은 전기 회로 기판으로서 사용되기에 적합한 임의의 강성 또는 가요성 재료, 예컨대 유리, 폴리에스테르 막, 수지

등으로 제조될 수 있다. 비록 불투명할 수 있지만, 기판(12)은 특히 기판(12)을 투과하는 백라이트를 수반하는 응용예에 이

용되는 경우에는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것이 바람직하다. 기판(12)은 그래픽이나 다른 장식을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러할 필요는 없다.

도 1의 실시예에서, 투명 도전층(14)이 기판(12)상에 배치된다. 투명 도전층(14)는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알려진 적

합한 두께로 인가되는 임의의 적합한 투명 도전성 재료일 수 있다(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도전성 재료"라는 용어는 용도

에 따라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반 도전성 재료를 포함함).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투명 도전층(14)은 단

위 면적당 50 내지 200옴의 저항을 나타내는 두께를 갖는 ITO의 층이지만, 단위 면적당 5 내지 1000옴의 저항을 나타내

도록 하는 두께도 용인할만한 결과를 낳는다. 다른 재료의 두께 또한 용인 가능하다. 대체 실시예에서, 투명 도전층(14)은

박막 형태에서 실질적으로 투명한 금, 크롬, 또는 다른 도전성 재료로 된 적합한 층일 수 있다.

임의의 적합한 기술이 투명 도전층(14)을 기판(12)상에 퇴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투명 도전층(14)을 기판(12)상에

퇴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기술에는 스퍼터링(sputtering), 증착(vapor deposition), 냉온 프레싱되거나 또는 그 밖의

ITO 타겟을 이용하는 증발 및 진공 공정과 같은,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알려진 기술이 포함된다. DC 마그네트론 스

퍼터링과 같은 스퍼터링 기술은 다른 것들 중에서 평평하거나, 모양이 있거나, 원통형이거나 또는 회전 가능한 타겟에 대

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특히 유리하다. 기판(12)은 투명 도전층(14)의 퇴적에 앞서 처리되어 기판에 대한 투명층의 접착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컨대, 투명 도전층(14)이 퇴적되는 기판(12)의 표면이 임의의 적합한 기술을 이용하여 거칠게 처리될

수 있다. 글로 방전(glow discharge), RF 플라즈마 및 다른 에너지 기술들이 이와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선택적인 계면층(16)이 투명 도전층(14) 위에 배치된다. 계면층(16)이 본 발명에 있어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는 이하

논의할 바와 같이 실시예에 따라서는 투명 도전층(14)에 대한 후속 도전층들의 접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계면층(16)은 광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유용할 수 있다. 계면층(16)은 사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

판(12)의 전후면 상의 백라이트나 장식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것이 바람직하다. 계면층(16)은 기판(12) 및/또는 투명 도전

층(14)과 유사한 광학적 특성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소자들의 결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게끔 할 수 있다. 그 대신,

기판(12), 투명 도전층(14) 및 계면층(16)의 광학적 특성은 이들 소자의 결합이 광학 필터로서 기능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예컨대, 이들 소자들의 광학적 특성은 빛의 소정 파장을 필터링하여 다른 파장만이 투과되도록 선택될 수 있다. 다양한 재

료들, 예컨대 크롬이나 니오븀의 산화물이 계면층(16)에 사용될 수 있다. 이들 재료는 예컨대 400 내지 10,000 옹스트롬

과 같은 적합한 두께로 스퍼터링 또는 기타 적합한 기술에 의해 인가될 수 있다.

통상적인 도전층(18)이 계면층(16) 위에 배치된다. 계면층(16)이 빠지는 실시예에서, 통상적인 도전층(18)은 투명 도전층

(14) 위에 배치된다. 통상적인 도전층(18)은 적합한 두께로 인가되는 구리, 알루미늄, 또는 금과 같은 임의의 도전성 재료

일 수 있다. 비용, 도전성 및 납땜의 용이성을 고려하였을 때, 구리가 선호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통상적인 도전층(18)

은 단위 면적당 0.025 옴 미만의 저항을 나타내는 두께로 퇴적되는 구리이다. 실제로, 400 내지 10,000 옹스트롬의 구리

두께가 용인 가능하다. 다른 재료 두께 또한 용인 가능하다. 임의의 적합한 기법이 통상적인 도전층(18)을 계면층(16){또

는 계면층(16)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투명 도전층(14)} 위에 퇴적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통상적인 도전층(18)을

퇴적하기 위한 바람직한 기법들에는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알려진 여러 가지 중에서 스퍼터링, 증착, 증발 및 진공 공

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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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면적당 0.025 옴 미만의 저항을 나타내는 두께를 갖는 통상적인 도전층(18)은 전기 회로 플랫폼(10) 상에 형성되는

회로들을 위하여 용인 가능한 전기적 특성을 제공하고, 예컨대 저항기, 커패시터 및 집적 회로와 같은 회로 컴포넌트들을

통상적인 도전층(18)에 납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두꺼운 도전층이 회로 설계자에 의해, 또는 응

용예에 따라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통상적인 도전층(18)을 충분한 두께로 퇴적시킴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그 대

신,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가적인 도전성 재료의 층(20)을 임의의 적합한 기술, 예컨대 전기 도금 등을 이용하여 통상

적인 도전층(18) 상에 퇴적시킬 수 있다.

대체 실시예(도시되지 않음)에서는, 기판(12)의 반대측 면이 또한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준비되어 양면 전기 회로 플랫폼

(10)을 생성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대체 실시예(도시되지 않음)에서는, 투명 도전층(14)이 기판(12)의 제1면에 인가되고,

통상적인 도전층(18)이 기판(12)의 제2 면에 인가된다. 부가적인 도전성 재료의 층(20)은 이러한 통상적인 도전층(18) 상

에 배치될 수 있다. 추가적인 층(도시되지 않음)이 기판(12)의 어느 한 쪽 면에서 다양한 도전층들의 위 또는 아래에 배치

되어, 앞서 논의한 접착의 개선 또는 광학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투명 도전층(14) 및 통상적인 도전층(18)은 기판

(12)을 관통하는 비어를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 실시예에서, 기판(12)은 미리 드릴링(drilling) 또는 펀칭

(punching) 되어 이러한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도 2는 앞서 설명하고 도 1에서 도시한 구조를 일반적으로 갖는 가요성 전기 회로 플랫폼(10)의 벌크 제조를 위한 바람직

한 공정 및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이러한 공정은 가요성 전기 기판 재료, 예컨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

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 및 기타 유전막 등 투명 도전체를 갖는 전기 회로와 관련하여 사용되기에 적합한 재료가 스풀

(150)과 같은 스풀 상의 벌크에서 이용 가능하다(이러한 막들은 통상적으로 12 내지 125 마이크론의 두께를 가짐). 도 2의

실시예에서, 가요성 기판(12)은 공급 스풀(150)로부터 풀려 나와 처리 중에 드럼(154)에 의해 지지된다. 이러한 처리에는

스테이션(162)에서의 투명 도전 재료(140)의 퇴적 및 스테이션(164)에서의 통상적인 도전 재료(18)의 퇴적이 포함된다.

이러한 처리는 또한 기판(12)이 세척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도전층들(14 및 18)과 광학 계면층을 수용하기 위하여 준비

되는 스테이션(160)에서의 계면층(도시되지 않음)의 퇴적과 기판(12)의 전처리를 포함한다. 결과로서 생성되는 가요성 전

기 회로 플랫폼(10)은 감개 스풀(158) 사에 감긴다. 상기 공정은 기판(12) 및 이에 퇴적되는 박막층들의 오염 가능성을 감

소시키고 다양한 박막층들 사이의 밀접한 저항성(ohmic)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돕도록 진공실(166)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한 공전 단계들이 다른 형태로 제공되는 미가공 기판 재료로부터 전기 회로 플랫폼(10)을 준비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다. 예컨대, 전기 회로 플랫폼(10)은 미가공 기판 재료를 전처리하기 위한 통상적인 공정을 이용하는 단계, 투명 도전층을

인가하는 단계, 계면층을 인가하는 단계 및/또는 하나 이상의 통상적인 도전층을 인가하는 단계에 의해 강성 또는 가요성

기판 재료의 패널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전기 회로 플랫폼(10)은 통상적인 도전층(18) 및 투명 도전층(14)을 선택적으로 에칭하여 예컨대 회로 컴포넌트들을 상호

접속시키기 위한 도전성 회로 트레이스들, 저항기, 커패시터, 트랜지스터 및 집적 회로와 같은 개별 회로 컴포넌트들을 장

착하기 위한 도전성 패드들을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전기 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인쇄 배선 보드(printed wiring board)로

서 사용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을 구현한 전기 회로 플랫폼을 도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통상적인 도전층과 투명한 도전

층은 선택적으로 에칭되어 근접 센서(proximity sensor)를 위한 플랫폼(200)을 생성한다. 근접 센서 플랫폼(200)은 투명

도전성 내부 터치 패드 전극(202), 투명 도전성 외부 터치 패드 전극(204),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개별 전기 컴포넌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도전성 트레이스들(206) 및 통상적인 도전성 본딩 패드들(208)을 포함한다. 편의상 이러한 개별

회로 컴포넌트들은 도 3에 도시하지 않았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전기 회로 플랫폼(10)을 제조 및 이용하기 위한 방법(1000)을 흐름도 형태로 도시하고 있다. 미가

공 기판 재료가 단계(1002)에서 제공되고, 존재 가능한 표면 오염을 제거하도록 필요에 따라 단계(1004)에서 전처리된다.

투명 도전성 재료가 단계(1006)에서 기판상에 퇴적된다. 선택적으로, 단계(1008)에서 계면층이 투명 도전성 재료층 위에

퇴적된다. 단계(1010)에서 통상적인 도전성 재료가 투명층 위에(또는 계면층이 사용되는 경우 그 위에) 퇴적된다. 선택적

으로, 단계(1012)에서 도전성 재료가 통상적인 도전층 위에 더 퇴적된다.

이와 같이 준비된 플랫폼(10)은 단계(1014)에서 화학적 또는 플라즈마 에칭과 같은 임의의 적합한 기술을 이용하여 세척

된다. 단계(1016)에서 제1 마스크는 예컨대 고해성도 리소그래피 및 포토레지스트 기술과 같은 임의의 적합한 기술을 이

용하여 통상적인 도전층(18) 위에 패터닝된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제1 마스크는 원하는 통상적인 도전성 재료의 전기

트레이스 및 패드 설계를 모방한다. 이러한 설계의 일례가 도 3에 도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기술된 바 있다. 단계

(1018)에서, 플랫폼(10)은 통상적인 도전층(18){및 부가적인 도전층(20)(사용되는 경우)}의 패터닝되지 않은 부분을 에

칭하지만 기저에 있는 투명층(14)을 에칭하지 않는{또는 통상적인 도전층(18) 및/또는 부가적인 도전층(20)보다 느린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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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투명층(14)을 에칭하는} 제1 부식액(etchant)에 담가지거나 또는 노출된다. 계면층(16)이 투명 도전층(14)과 통상적

인 도전층(18) 사이에 인가되는 실시예에서는, 제1 부식액이 계면층 또한 에칭하거나 에칭하지 않도록 선택될 수 있다. 단

계(1018)가 완료되면, 전기 회로 플랫폼(0)은 실질적으로 온전한 투명 도전성 재료의 층 아래에 위치한 기판과, 통상적인

도전성 재료를 포함하는 전기 회로 트레이스들 및 패드들의 상부 배치(계면층이 사용되는 실시예에서 통상적인 도전성 재

료층과 투명한 도전성 재료층 사이에 계면 재료가 배치되는 것과 유사함)를 포함한다. 계면층(16)이 투명 도전층(14)과 통

상적인 도전층(18) 사이에 인가되는 실시예에서, 계면층(16)은 사용되는 부식액에 따라 투명 도전층(14) 위에서 실질적으

로 온전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단계(1020)에서, 제2 마스크가 투명 도전층(14) 위로 또는 계면층(16)(사용되는 경우 및 제1 부식액에 의해 에칭되지 않

는 경우) 위로 패터닝된다. 바람직하게, 이러한 제2 마스크는 도 3에 도시되고 앞서 설명한 원하는 투명 도전성 재료의 전

기 트레이스 설계를 모방한다. 단계(1022)에서, 플랫폼(10)은 투명층(14)의 패터닝되지 않은 부분 및 계면층(16)(사용되

는 경우 및 제1 부식액에 의해 에칭되지 않는 경우)의 패터닝되지 않은 부분을 에칭하지만 통상적인 도전층(18){또는 존재

하는 경우 부가층(20)}을 에칭하지 않는{또는 투명층보다 느린 속도로 층들(18, 20)을 에칭하는} 제2 부식액에 담가지거

나 또는 노출된다{계면층(16)을 이용하는 바람직한 실시예서, 도시되지 않은 부가적인 단계들이 통상적인 도전층들(18,

20) 및 투명 도전층(14)과는 별개로 계면층(16)을 마스킹 및 에칭하도록 수행될 수 있음}. 실제로, 통상적인 도전층(18) 및

/또는 부가적인 층(20)은 에칭 단계(1022)에서 마스크로서 작용한다. 단계(1022)의 완료시에, 전기 회로 플랫폼(10)은 원

하는 패턴의 투명 전극 및 통상적인 전극과 본딩 패드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패턴의 일례가 도 3에 도시되고 본 명세서

에 기술되었다.

선택적으로 단계(1024)에서 납땜 마스크 또는 적층 피복 필름(laminated cover film)이 상술한 패터닝 및 에칭 단계들로

부터 형성된 도전성 패드들 및 트레이스들을 덮도록 인가된다. 분리된 회로 컴포넌트들이 단계(1026)에서 도전성 패드들

및 트레이스들에 부가되어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부가적인 세척, 건조, 컴포넌트 부착 및 다른 단계들이 상술한 공정에서

원하는 바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전기 회로 플랫폼(10)을 제조 및 이용하기 위한 대체 방법(2000)을 흐름도 형태로 도시하고 있다.

단계(2002) 내지 단계(2014)는 앞서 설명한 단계(1002) 내지 단계(1016)와 마찬가지이다. 단계(2016)에서, 제1 마스크

가 예컨대 고해상도 리소그래피와 같은 임의의 적합한 기술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도전층(18) 위로 패터닝된다. 바람직하

게는, 이러한 제1 마스크는 전체 전기 트레이스 및 본딩 패드 설계(투명 도전성 부분과 통상적인 도전성 부분을 모두 포함

함)를 모방한다. 이러한 패턴의 일례가 도 3에 도시되고 본 명세서에 앞서 기술되었다. 단계(2018)에서, 플랫폼(10)은 부

가적인 도전층(20)(존재하는 경우), 통상적인 도전층(18), 계면층(16)(존재하는 경우) 및 투명층(14)을 에칭하는 부식액에

담가지거나 또는 노출된다. 단계(2018)를 완료하면, 전기 회로 플랫폼(10)은 원하는 패턴의 투명 전극들 및 통상적인 전극

들과 본딩 패드들을 보유하게 되지만, 투명 도전성 부분 위에는 통상적인 도전성 재료의 층(또한 계면 재료 및 부가적인 통

상적인 도전성 재료의 층들이 더 있을 수 있음)이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 상이하다. 사용되는 경우, 계면층(16)은 도 4와 관

련하여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에칭될 수 있다.

단계(2020)에서, 제2 마스크가 예컨대 고해상도 리소그래피와 같은 임의의 적합한 기술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도전층(18)

위로 패터닝된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제2 마스크는 원하는 통상적인 도전성 재료의 전기 트레이스 및 패드 설계를 모방

한다. 단계(2022)에서, 플랫폼(10)은 통상적인 도전층(18){및 부가적인 도전층(20)(존재하는 경우)}의 패터닝되지 않은

부분을 에칭하지만, 기저에 있는 투명 도전층(14)을 에칭하지 않는{또는 층들(18, 20)보다 느린 속도로 투명 도전층(14)을

에칭하는} 부식액에 담가지거나 또는 노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상적인 도전층(18) 및/또는 부가층(20)이 에칭 단계

(2022)에서 마스크로서 작용한다. 단계(2022)를 완료하면, 전기 회로 플랫폼(10)은 예컨대 도 3에 도시되고 본 명세서에

기술된 구조와 같은 원하는 패턴의 투명 전극들 및 통상적인 전극들과 본딩 패드들을 보유하게 된다.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가 도시 및 기술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의 취지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다양한 개

변을 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본 발명의 범위는 이하의 청구항들에 의해 정의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기 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기판의 표면상에 제1 도전성 재료의 층을 퇴적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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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도전성 재료의 층 위에 제2 도전성 재료의 층을 퇴적하는 단계와,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의 층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도전성 재료의 층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기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성 재료의 층은 실질적으로 투명한 전기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성 재료는 ITO(indium tin oxide)인 전기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성 재료는 구리인 전기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에 전기 컴포넌트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기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에 상기 전기 컴포넌트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에 상기 전기 컴포

넌트를 납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기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의 층 위에 제3 도전성 재료의 층을 퇴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기 회로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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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의 층은 실질적으로 투명한 전기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성 재료는 니오븀의 산화물인 전기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재료는 구리인 전기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에 전기 컴포넌트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에 상기 전기 컴포넌트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상기 단계는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에 상기 전기 컴

포넌트를 납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기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퇴적 단계들 중 적어도 하나는 실질적으로 진공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상기 표면을 전처리하여 상기 기판에 대한 상기 제1 도전성 재료의 층의 접착을 향상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전기 회로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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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전기 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기판의 표면상에 제1 도전성 재료의 층을 퇴적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도전성 재료의 층 위에 제2 도전성 재료의 층을 퇴적하는 단계와,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의 층의 제1 부분과 상기 제1 도전성 재료의 층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단계와,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의 층의 제2 부분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기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성 재료의 층의 상기 일부는 실질적으로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의 층의 상기 제1 부분에 대응되는 전기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의 층 위에 제3 도전성 재료의 층을 퇴적하는 단계와,

상기 제3 도전성 재료의 층의 제1 부분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전기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도전성 재료의 층의 상기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기 제1 도전성 재료의 층의 상기 부분 및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의

층의 상기 제1 부분에 대응되는 전기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전기 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기판의 제1 표면상에 제1 도전성 재료의 층을 퇴적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의 제2 표면상에 제2 도전성 재료의 층을 퇴적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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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도전성 재료의 층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단계와,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의 층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단계와,

소정의 위치에서 상기 기판을 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도전성 재료의 층과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의 층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기 회로 제조 방법.

청구항 20.

투명한 회로 부분과 통상적인 회로 부분을 갖는 전기 회로 플랫폼에 있어서,

적어도 일부가 투명한 기판과,

제1 소정 패턴으로 상기 기판상에 배치되는 제1 도전성 재료의 층과,

제2 소정 패턴으로 상기 제1 도전성 재료의 층 위에 배치되는 제2 도전성 재료의 층

을 포함하는 전기 회로 플랫폼.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도전성 재료의 층은 실질적으로 투명한 전기 회로 플랫폼.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성 재료는 통상적인 도전성 재료인 전기 회로 플랫폼.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제3 소정 패턴으로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의 층 위에 배치되는 제3 도전성 재료의 층을 더 포함하는 전기 회로 플랫폼.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성 재료의 층은 실질적으로 투명한 전기 회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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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도전성 재료는 통상적인 도전성 재료인 전기 회로 플랫폼.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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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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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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