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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은, 기판과, 기판 위에 실질적으로 같은 높이로 형성되는 복수의 접착층과, 각각의 접착층 위에 형성

되는 복수의 능동 소자를 구비하며, 각각의 접착층이, 높이 제어 부재와 접착제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1 기판 위에 복수의 능동 소자를 형성하는 단계와,

제2 기판 위에 각각이 접착제와 그 주위를 둘러싸는 통 형상의 높이 제어 부재를 갖는 복수의 접착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가 하면 전체를 접촉시켜 상기 접착층에 접착하도록,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를 상기 제2 기판에 선

택적으로 전사하는 단계와,

상기 제2 기판 위에 전사된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 사이의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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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 위에 복수의 능동 소자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2 기판 위에 복수의 접착층을 형성하는 동안, 상기 복수

의 능동 소자를 가접착제로 제3 기판에 전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를 상기 제2 기판에 선택적으로 전사하는 단계는, 적어도 상기 선택된 능동 소자를 접착하는 상기

제3 기판 위의 상기 가접착제 부분의 접착력을 가열에 의해 저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

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통 형상의 높이 제어 부재를 갖는 복수의 접착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통 형상의 높이 제어 부재의 벽면에 적어도

하나의 잘린 부분 또는 홀을 형성하도록 상기 높이 제어 부재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를 상기 제2 기판에 선택적으로 전사하는 단계는, 상기 선택된 능동 소자를 상기

접착제와 상기 높이 제어 부재 위에 올려두는 단계를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를 상기 제2 기판에 선택적으로 전사하는 단계는, 상기 선택된 능동 소자를 상기

높이 제어 부재의 내부에 정렬하여 상기 접착제 위에 올려두는 단계를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 기판 위에 복수의 능동 소자를 형성하는 단계와,

제2 기판 위에, 접착제에 복수의 높이 제어 부재를 포함하는 복수의 접착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가 하면 전체를 접촉시켜 상기 접착층에 접착하도록,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를 상기 제2 기판에 선

택적으로 전사하는 단계와,

상기 제2 기판 위에 전사된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 사이의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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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판 위에 복수의 능동 소자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2 기판 위에 복수의 접착층을 형성하는 동안, 상기 복수

의 능동 소자를 가접착제로 제3 기판에 전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를 상기 제2 기판에 선택적으로 전사하는 단계는, 적어도 상기 선택된 능동 소자를 접착하는 상기

제3 기판 위의 상기 가접착제 부분의 접착력을 가열에 의해 저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

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에 복수의 높이 제어 부재를 포함하는 복수의 접착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높이 제어 부

재로서, 상기 접착제에 구형, 기둥형 혹은 파이버형의 부재를 분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에 복수의 높이 제어 부재를 포함하는 복수의 접착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높이 제어 부

재로서, 상기 접착제 내에 복수의 기둥형 부재를 병립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 내에 복수의 기둥형 부재를 병립시키는 단계는, 상기 접착제 및 상기 복수의 기둥형 부재를

둘러싸도록 통 형상 부재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1.

기판과,

상기 기판 위에 같은 높이로 형성되고, 각각이 절연성의 높이 제어 부재와 접착제를 포함하는 복수의 접착부와,

상면 위에 적어도 하나의 컨택트부를 각각 구비하고, 하면이 상기 복수의 접착부 각각과 완전히 접촉하도록 상기 복수의

접착부 각각 위에 각각 형성되는 복수의 박막 트랜지스터

를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접착부와 상기 복수의 박막 트랜지스터 사이에 형성된 복수의 절연층을 더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절연층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등록특허 10-0687152

- 4 -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접착부 각각은, 상기 절연성의 높이 제어 부재로서, 상기 접착제 내로 분산된 복수의 입자를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입자의 형상은 구형, 기둥형 및 파이버 형상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

나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26.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접착부 각각은, 상기 높이 제어 부재로서, 상기 접착제 내에 병립한 복수의 기둥형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기둥형 부재는 같은 높이를 갖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27.

기판과,

상기 기판 위에 같은 높이로 형성되고, 각각이 절연성의 높이 제어 부재와 접착제를 포함하는 복수의 접착부와,

상면 위에 적어도 하나의 컨택트부를 각각 구비하는 복수의 능동 소자

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 각각은 하면이 상기 복수의 접착부 각각과 완전히 접촉하도록, 각각의 절연성 높이 제어 부재의 내

부에 배치되고 각각의 접착제 위에 놓여있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28.

기판과,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된 복수의 능동 소자와,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의 각각과 상기 기판 간에 형성된 접착층 - 상기 접착층은 절연성의 높이 제어 부재 및 접착제를 포

함함- 과,

각각의 일단이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 각각의 전극에 접속된 복수의 소자내 배선(in-element interconnection)과,

컨택트부를 통하여 상기 복수의 소자내 배선 각각의 타단이 각각 접속되는 복수의 소자외 배선(ex-element

interconnection)

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소자내 배선이 서로 교차하거나, 또는 상기 복수의 소자내 배선 중 하나와 상기 복수의 소자외 배선 중 하나가

서로 교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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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높이 제어 부재로 둘러싸이는 상기 접착층을 더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층의 높이 제어 부재로서 사전 설정된 형상의 복수의 입자들을 포함하는 상기 접착층을 더 포

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소자외 배선은 상기 복수의 소자내 배선 위에 형성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32.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소자내 배선은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와 화소 전극 사이에 접속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33.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소자외 배선은 Al 또는 ITO로 형성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34.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는 주사용 TFT 및 구동용 TFT를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35.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소자외 배선은 주사용 배선 및 신호용 배선을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36.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소자외 배선 중 하나는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 중 하나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상

기 두 부분은 상기 복수의 소자내 배선 중 하나에 접속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37.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는 TFT 및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38.

제28항에 따른 상기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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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위에 형성된 상기 복수의 소자내 배선에 접속되는 복수의 화소 전극, 및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 위에 형성된 유기 EL 디스플레이

를 포함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39.

기판과,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된 복수의 능동 소자와,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의 각각과 상기 기판 간에 형성된 접착층 - 상기 접착층은 절연성의 높이 제어 부재 및 접착제를 포

함함- 과,

각각의 일단이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 각각의 제1 전극에 접속되는 복수의 소자내 배선과,

컨택트부를 통하여 상기 복수의 소자내 배선 각각의 타단이 각각 접속되는 복수의 제1 소자외 배선과,

컨택트부를 통하여,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의 각각의 제2 전극에 각각 접속되는 복수의 제2 소자외 배선

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소자내 배선은 상기 복수의 제2 소자외 배선과 평면 내에서 교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높이 제어 부재에 의해 둘러싸인 상기 접착층을 더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각 화소에 능동 소자를 배치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디스플레이는 고화질의 평면형 디스플레이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광

의 셔터로서 액정을 이용하여, 각 화소를 TFT 등의 능동 소자로 구동하는 액정 표시 장치(LCD)는 퍼스널 컴퓨터의 모니

터로부터 텔레비전의 동화상 표시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적, 녹, 청(RGB)의 발광을 행할 수 있는 유기 전자 발광(EL) 재료를, 잉크젯트법이나 마스크 증착법으로 화소로 형성

하고, 각 화소를 TFT 등의 능동 소자로 구동하는 유기 EL 표시 장치도 알려져 있다. 이 유기 EL 표시 장치도, 풀컬러의 화

상을 박형의 패널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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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이러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평면 디스플레이의 화소부를 형성할 때는, 유리 기판 위에, 각 구성층이 CVD, 스퍼터링

등의 진공 박층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성막되고, 드라이 에칭 혹은 웨트 에칭, 및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해 미세 가공이 행해

진다. 이들 프로세스는, 반도체층, 금속 등의 전극층, 절연층 등의 각층에서 반복된다. 이 때문에, 프로세스 수가 많아져 비

용 상승을 초래한다.

상기 디스플레이에서, 능동 소자는 기판 위의 전면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각 화소의 일부 영역에 형성된다. 이 때문에,

유리 기판 위에서 탑재되는 모든 능동 소자를 형성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이와 같이 비경제적인 형성 방법은, 대면적의

디스플레이 형성에, 경제적인 한계를 끼치게 한다.

이에 비하여, 복수의 능동 소자를 사전에 소자 형성 기판(element formation substrate)에 고밀도로 형성하고, 이들을 중

간 기판(intermediate substrate)에 전사하고나서, 또한 이들 능동 소자를 디스플레이 기판(최종 기판 : final substrate)

위에 전사하고, 그 후에 배선이나 화소 전극 등의 수동 구조물을 형성하여 비용의 저감을 도모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예

를 들면, 일본특개2001-7340호 공보 참조).

도 1은 상기 특개2001-7340호 공보의, 중간 기판으로부터 최종 기판에 능동 소자를 전사할 때의 공정의 일부를 도시한

것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최종 기판(2501) 위에는 패터닝된 주사선(2503), 층간 절연층(interlayer insulator :

2504), 패터닝된 신호선(2502), 평탄화층(planarization layer : 2505)이 적층되어 있다. 평탄화층(2505) 위에는 접착층

(2506)이 형성된다. 층간 절연층(2504) 및 평탄화층(2505)에는, 신호선(2502) 및 주사선(2503)에 대응하는 영역에, 나중

에 배선하기 위한 컨택트홀이 형성된다.

또한, 중간 기판(2507)에는 가접착층(temporary adhesion layer : 2508)을 통해 TFT(2510)가 형성되어 있다. TFT

(2510)는 보호층(2509)으로 피복되고, 하부에도 역시 보호하는 차원에서 언더층(2511)이 형성되어 있다.

중간 기판(2507)으로부터 최종 기판(2501)으로 TFT(2510)를 전사할 때에는, 전사하려는 TFT(2510)를 접착층(2506)

에 위치 정렬하고, 이 영역에만 개구된 차광 마스크(2512)를 통해 광을 조사한다. 그리고 가접착층(2508)의 접착력을 약

하게 하여, 언더층(2511)과 접착층(2506)을 접착함으로써 전사를 행한다.

이 방법에서는, 제조 프로세스가 많은 TFT(2510)를, 높은 소자 밀도로 소자 형성 기판에 형성하고, 소자 형성 기판으로부

터 중간 기판(2507)으로 한번 전사하고, 또한 중간 기판(2507) 위의 TFT(2510)를 최종 기판(2501) 위에 전사한다. 그

때, 큰 소자 형성 기판과 큰 중간 기판(2507)을 이용함에 따라, 고밀도로 배치된 것 중 일정한 간격을 둔 TFT(2510)를, 중

간 기판을 경유하여 최종 기판(2501)으로 전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다수의 기판에 이용하는 TFT

(2510)를 한 장의 소자 형성 기판에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자 형성 기판과 최종 기판의 TFT 밀도비 만큼의 비용이 저

감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도 1과 같은 방법으로 TFT(2510)를 최종 기판(2501)에 전사하는 경우, TFT(2510)를 접착층(2506)에 눌러붙여 전사한

다. 그러나, 그 때 TFT(2510)를 눌러붙이는 강도를 제어하기 어렵고, 접착층(2506)이 눌러붙어 가로로 넓어지는 경우와

넓어지지 않은 경우에 접착층(2506)의 높이가 다르거나, 혹은 TFT(2510)와 최종 기판(2501)이 평행하게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 위에 형성되는 TFT(2510)의 높이나, TFT(2510)와 최종 기판(2501)과의 각도가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TFT(2510)의 형성 후의 배선 형성이 곤란해진다.

또한, TFT(2510)를 접착층(2506)에 눌러붙여 전사할 때, 접착층(2506)이 가로로 넓어져, 인접하는 TFT(2510)까지 접

착층(2506)에 접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접착층(2506)이 가로로 다소 넓어져도, 이웃하는 TFT(2510)까지 접착되지

않도록, 소자 형성 기판에는 인접하는 TFT(2510)와 거리를 두고 형성해야 한다. 그 때문에, 한 장의 소자 형성 기판에 형

성할 수 있는 TFT(2510)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 때문에, 능동 소자를 전사할 때에 능동 소자의 최종 기판면으로부터의 높이의 제어가 가능하고, 접착층을 개재해도 능

동 소자와 최종 기판이 대략 평행하도록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및 그 제조 방법의 실현이 기대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제1 양상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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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과,

상기 기판 위에 실질적으로 같은 높이로 형성되는 복수의 접착층, 상기 복수의 접착층 각각은 높이 제어 부재와 접착제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접착층 위에 각각 형성되는 복수의 능동 소자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2 양상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은,

제1 기판 위에 복수의 능동 소자를 형성하는 단계와,

제2 기판 위에, 각각이 접착제와 그 주위를 둘러싸는 통 형상의 높이 제어 부재를 갖는 복수의 접착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가 상기 접착층에 접착하도록,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를 상기 제2 기판에 선택적으로 전사하는 단계

와,

상기 제2 기판 위에 전사된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 사이의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3 양상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은,

제1 기판 위에 복수의 능동 소자를 형성하는 단계와,

제2 기판 위에, 접착제에 복수의 높이 제한 부재를 포함하는 복수의 접착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를 상기 복수의 접착층에 접착하도록,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를 상기 제2 기판에 선택적으로 전사하

는 단계와,

상기 제2 기판 위에 전사된 상기 복수의 능동 소자 사이의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1 실시예)

제1 실시예에서는, 능동 소자(이하, 소자)를 소자 형성 기판(제1 기판)에 형성하고, 중간 기판에 이것을 전사한 후, 또한 높

이 제어 부재와 이것에 둘러싸인 접착제를 형성한 최종 기판(제2 기판)에 전사하고, 배선 등을 형성하여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을 형성한다. 본 실시예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부분 단면도를 도 13에 도시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구성을 설명한

다.

본 실시예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은, 최종 기판(401)에 실질적으로 같은 높이로 형성되는 접착층(404)과, 접착층(404)

위에 형성되는 소자(301)를 갖는다. 접착층(404)은, 접착제(403)와, 접착제(403)를 둘러싸도록 형성되는 높이 제어 부재

(402)를 갖는다. 소자(301) 위에는 전면에 전사 후 절연층(415)이 형성되고, 소자(301)의 컨택트부에 대응하는 영역의 전

사 후 절연층(415)에 개구가 형성되고, 소자(301)에 접속하는 화소 전극(201) 등의 도전층이나 배선이 형성되어 있다.

이하, 이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소자 형성 기판에 소자를 형성하고, 이것을 중간 기판(제3

기판)에 전사하는 방법을, 도 2∼도 4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자 형성 기판(501) 위에 소자(301)를 형성한다. 소자(301)는, 하나의 TFT라도 무방하

며, 복수의 TFT로 구성된 회로라도 무방하다. 후자의 회로로서는, 화소내 메모리 회로나, 4개 이상의 TFT를 이용한 유기

EL 표시 장치의 구동용 TFT의 Vth의 변동을 보상하는 회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어서, 도 3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유리 등의 투명체로 이루어지는 중간 기판(601)의 각 소자(301)에 대응하는 위치에, 이

면을 흑화한 CrOx 등을 이용하여 광 변환체(602)를 형성한다. 광 변환체(602)를 형성한 중간 기판(601)에는 가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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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 접착력이 저하하는 점착제(tackiness agent)인 니토 전공 주식회사(Nitto Denko Corporation)제조 리바-알파

(Riba-alpha)를 이용하여, 약 5∼20㎛ 두께가 되도록, 가접착층(temporary adhesion layer : 603)을 도포하고, 소자 형

성 기판(501)과 접합하여, 진공 중에서 적층(Laminate)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적외광(Infrared ray) 혹은 가시광 등을 조사하고, 그 광을 광 변환체(602)에 흡수시켜 열로 변환한다.

이에 따라, 가접착층(603)을 가열, 발포시켜, 접착력을 저하시킨다. 이를 위해, 광 변환체(602)로서는, 광 조사면을 흑화

한, CrOx, MoTa, MoW, TiOx 등의 금속층, 혹은 이들 다층막, 카본층, 흑색 유기 도료층 등을 패터닝한 것을 이용해도 된

다.

또한, 가접착층(603)으로서, 열이 아니라 자외광 등의 광을 조사함으로써 박리하는 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광 변환체

(602)로서는, 조사된 광의 파장을 박리를 촉진하는 파장으로 변환하는 재료를 패터닝하여 이용하면 된다. 또, 광 변환체

(602)는 미세한 패턴인 경우에 소자(301) 선택의 분해능(resolution)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서 효과가 있으며, 거친 패턴

인 경우, 및 가접착층의 박리 강도 조건 등을 적정하게 제어한 경우는,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 변환체(602)는 없어도

무방하다.

또한, 도 3c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 변환체(604)를 소자(301) 위에 형성해도 무방하다. 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안료

(pigment)를 분산한, 두께 약 1∼3㎛의 절연성 흑색 수지를 소자(301) 상면에 보호층의 일부로서 형성할 수 있다. 광 변환

체(604)가 소자(301) 위에 설치됨에 따라, 소자(301) 자체도 발열한다. 이에 따라, 가열하는 영역이 국부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가접착층(603)의 박리에 대한 해상도(resolution)가 대폭 향상한다. 예를 들면, 소자 치수가 약 50㎛이며, 소자

간격이 약 5∼10㎛인 경우라도 문제없이 박리할 수 있다.

또, 도 3d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접착층(603)이 소자(301)의 상면에 가접착하는 구성이라도 무방하다. 중간 기판(601)에

형성한 점착재나 점착 테이프를 가접착층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자(301)에 눌러붙여 접합됨으로써 이러한 구성이 된다.

소자(301)는, 도 3c에 도시한 광 변환체(604)(광 흡수층)를 포함하여 구성해도 된다.

또한, 가접착층(603)으로서, 접착성을 갖고, 열이나 광 등으로 점착력을 약하게 할 수도 있는 점착제를 캐리어 필름 위에

도포한 시트 형상의 재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광 변환체(604)를 소자(301) 위에 형성하는 경우에 이용하면 된다. 이

것은, 광 변환체(604)를 소자(301) 위에 형성함으로써, 캐리어 필름이 약 100㎛, 점착제가 약 50㎛로 두꺼운 경우라도, 가

접착층(603)의 박리에 대한 해상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자(301) 위에 형성한 광 변환체(604)는 소자(301) 내의 TFT의 차광층이 되어, 광 누설 전류의 저감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소자(301)의 보호층(414) 전체를 흑색 수지로 해도 되며, 또한 흑색이 아니라도, 조사하는 광을 흡수하여 열로

변환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

가접착층(603)도, 상술한 재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열을 받으면 점성이 저하하여 접착력이 저하하는, 어피

존 프로덕트 리미티드(Apeazon Product limited) 제조의 어피존 왁스(Apeazon wax) 등의 왁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외광에 의한 반응으로 접착력이 저하하는 재료로서, 점착제 내에 자외선 경화 수지를 분산시켜 접착하고, 광 조사되었을

때에 점착제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경화시킴으로써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유기 수지 재료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자외광으

로 접착성이 저하하는 물질, 예를 들면 자외광으로 분해하기 쉬운 벤조페논(benzophenone) 등을 포함하는, 아크릴계 점

착제 등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또한, 가접착층(603)으로서, 온도 변화에 응답하는 감온성 점착제나, 점착 테이프를 이용해도 된다. 예를 들면 온도에 의

해, 결정 상태나 비결정 상태로 변화하는 유기 재료를 이용하여, 점착력의 강도 변화를 1자릿수(one order of magnitude)

이상 바꿀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닛타 주식회사(Nitta Corporation) 제조의 인터리머 랜덱사(Intelimer : 랜덱사

(Landec Corporation)의 등록 상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스위칭 온도 이상에서 박리하는 Warm-Off 타입이 이용되기 쉽

지만, 스위칭 온도 이하에서 박리하는 쿨-오프(Cool-Off) 타입도, 그것에 적합한 프로세스로 함으로써 사용 가능하다. 또

한, 결정-비결정 사이의 전이는 가역적이기 때문에, 이 재료는 복수회 사용할 수 있다.

중간 기판(601)으로서는, 유리 외에 PET나 폴리올레핀(poly-olefin) 등의 플라스틱 기판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접착

층(603)을 시트 형상의 것, 혹은 캐리어 필름에 도포한 테이프 형상으로 하여, 중간 기판(601)과 소자 형성 기판(501) 사

이에 두어 접합해도 된다. 가접착층(603)은 중간 기판(601)에 도포 형성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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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자 형성 기판(501)을 제거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소자 형성 기판(501)을 유리 기판으

로 하므로, 기계 연마에 의해 얇게 한 후에, 불산(hydrofluoric acid)과 계면 활성제(surfactant)의 혼합액 등으로 에칭한

다. 이 때, 언더층까지 에칭되지 않도록, 에칭액 및 언더층의 재질을 조정한다. 예를 들면, 유리를 불산계 에칭제로 에칭하

는 경우에는, 언더층으로서 AlOx나 TaOx, SiNx, 유기 수지 등의 내불산성이 있는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자 형성 기판(501)의 제거는, 연마, 에칭에 의한 것 외에, 레이저 어블레이션(laser ablation)하는 층을 언더층의 일부로

하거나, 언더층 하측에 형성하고, 이면에서 레이저를 조사하여 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해도 무방하다.

이어서, 도 5∼도 13을 이용하여, 중간 기판에 전사한 소자를, 최종 기판에 전사하여, 배선을 형성하는 공정을 설명한다.

우선,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무알카리 유리(no-alkali glass), 소다 석회(soda-lime), 플라스틱 혹은 금속박 등으로 이

루어지는 최종 기판(401) 위의, 소자를 전사하는 영역에 높이 제어 부재(402)를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높이 제어 부

재(402)로서, 감광성 아크릴 수지를 도포하고,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해 패터닝한다. 높이 제어 부재(402)는 소자를 둘러싸

도록 댐 형상을 하고, 최종 기판(401)보다 약 1∼5㎛ 높아지도록 한다. 높이 제어 부재(402)의 내주 크기는, 소자의 크기

보다도 작게 한다.

높이 제어 재료의 높이는 1∼20㎛ 정도가 바람직하지만, 20㎛를 초과하여 높이면, 배선 형성 후의 절단 방지 등이 필요해

지지만, 거친 화상 피치 등으로는 인쇄 배선으로 두껍게 할 수 있는 등의 고안을 할 수 있다.

이어서,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높이 제어 부재(402) 내측에, 접착제(403)를 형성하여, 접착층(404)으로 한다. 접착제

(403)는 자외선 경화 접착제(ultraviolet ray curable adhesive)를 스크린 인쇄함으로써 형성한다. 단,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높이 제어 부재(402)가 소자에 대응하는 영역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접착제(403)는, 형성 시에는 액체로서 그

것을 적당량 적하하고, 나중에 경화시켜도 된다.

이어서,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자(301)를 전사한 중간 기판(601)과, 접착층(404)을 형성한 최종 기판(401)을 위치

정렬하여, 임시 고정한다. 이 때, 중간 기판(601)을 최종 기판(401)에 압착하지만, 높이 제어 부재(402)는 접착층(404)의

높이를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접착제(403)가 소자(301) 하면에 눌려 넓어지지만, 높이 제어 부재(402)의 존재에 의

해 높이가 유지되고, 접착제(403)의 확대가 규제된다. 이에 따라, 접착층(404)의 높이는, 높이 제어 부재(402)의 일정한

높이로 제어된다. 접착제(403)의 량은, 소자(301)를 접착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하면 된다.

또한, 접착층(404)은 높이 제어 부재(402)에 의해 둘러싸여, 이것보다 외측으로 넓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접한 소자(301)

까지 하나의 소자(301)의 영역에 접착되지 않아, 하나의 접착층(404)에는 하나의 소자(301)가 접착된다.

또, 중간 기판(601)과 최종 기판(401)을 임시 고정할 때에는, 기계적으로 위치를 고정시켜도 되고, 적당한 임시 고정용 접

착제로 고정해도 된다. 임시 고정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경우에는, 최종 기판(401)과 중간 기판(601)의 크기가 거

의 동등한 크기인 것이 바람직하며, 접착제로 고정하는 부위는 소자가 존재하지 않는, 양 기판의 주변부로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어서,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자(301)를 선택적으로 중간 기판(601)으로부터 박리할 수 있도록, 중간 기판(601) 이

면에서 적외광을 조사하고, 전사하고 싶은 소자(301)를 고정하고 있는 가접착층(603)의 접착력을 약하게 한다. 이 때, 전

사하지 않은 소자(301)에는 적외광이 닿지 않도록, 유리 마스크(1201)를 형성하여 선택적으로 적외광을 조사한다.

그리고, 약 90℃에서 박리성을 발현하도록 가접착층(603)을 조정한 경우에는, 적외광의 강도를 조정하여, 선택한 소자

(301)의 광 변환체(602)가 약 2초동안, 약 100℃의 피크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면, 주변의 선택하지 않은 소자(301)는,

적외광이 거의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약 8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이들 소자(301)를 고정하고 있는 가접착층

(603)의 접착력은 거의 저하하지 않는다.

가접착층(603)의 접착력을 약하게 함과 동시에, 최종 기판(401)의 이면에서 자외광을 조사하여 접착제(403)를 경화시켜,

소자(301)를 최종 기판(401)에 접착한다. 이 때,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자(301)의 외주(파선부)가 높이 제어 부재

(402)의 외주보다도 내측에 형성되고, 접착제(403)가 높이 제어 부재(402)의 내측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면, 이들 구성

으로부터 생기는 단차가 완화된다. 따라서, 나중에 배선할 때에, 단절(step breakage), 케비티(cavity) 등의 불량이 저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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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약 100만개 이상의 소자를 갖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수율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 접착제(403)를 열경화

(thermosetting)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간 기판(601)과 최종 기판(401)을 가열 롤러로 삽입하여 국소적으로 가열할 수

도 있다.

또, 도 9의 구성에서의 각 층의 치수를 도면 좌측에 기록해 둔다.

이어서,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접착층(603)의 접착력을 약하게 하여, 접착제(403)를 경화시킨 상태에서 중간 기판

(601)과 최종 기판(401)을 분리하고, 소정의 소자(301)만을 최종 기판(401)에 전사한다.

이 때, 선택한 소자(301) 이외의 소자(301)에는 접착제(403)가 부착되지 않고, 거의 100%의 선택성으로, 하나의 접착층

(404)에는 하나의 소자(301)가 접착되어 있다. 또, 중간 기판(601)에 남은 비전사 소자에 대한 손상은 전혀 없다.

이어서,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자(301)를 전사한 최종 기판(401)의 전면에, 감광성 아크릴 수지를 이용하여 전사 후

절연층(post-transfer insulator : 415)을 형성한다. 소자(301)의 컨택트부(108)에 대응하는 전사 후 절연층(415) 영역에

는 개구(108)를 형성한다.

이어서,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Al이나 ITO(Indium Tin Oxide) 등을 스퍼터링법으로 전면에 형성하고, 패터닝하여,

신호선이나 주사선, 화소 전극(201) 등의 배선을 형성한다. 도 13에서는 이 중 화소 전극(201)만을 도시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이 완성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최종 기판에 높이 제어 부재와, 높이 제어 부재로 둘러싸인 접착제를 갖는 접착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소자를 전사한다. 접착제는 통 형상 부재로 구성되는 높이 제어 부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높이 제어 부재로부터 밖으

로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접착제가 주위로 너무 확대되어, 인접하는 소자까지 동시에 하나의 접착층에 접착되어 전사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높이 제어 부재를 형성하는 통 형상 부재로는 접착제를 둘러싼 형상이면 되며, 외주 및 내주의 형상은 실시예의 형상에 한

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은, 정방 혹은 장방형 등의 사각형이라도 무방하며, 원형, 타원형 등이라

도 무방하다. 또한, 각 접착층에서 높이 제어 부재의 높이가 거의 통일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최종 기판 위의 소자마다

높이가 다르거나, 최종 기판면과 소자가 평행하지 않다는 문제도 없어, 그 후의 배선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높이 제어 부재 및 접착제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완성 시에 고체인 것이 바람직하다. 접착제는 높이의 제어를 행하는 것

이 아니므로, 점성(viscosity)을 갖고, 또한 가소성(plasticity)이나 탄성(elasticity)을 갖는 고체라도 무방하다.

(제2 실시예)

제2 실시예에서는, 제1 실시예의 소자 전사 방법을 이용한 표시 장치(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소자로서 두개의 TFT 및 보조 용량(storage capacitance)을 소자 형성 기판에 형성하고, 이것을 중간 기판

에 전사하고, 또한 최종 기판에 전사한 후, 배선을 형성하여 EL 표시 장치를 형성한다.

이 EL 표시 장치의 1 화소의 회로도를 도 14에, 1 화소의 평면도를 도 15에, 1 화소 중 소자(도 15에서 점선으로 둘러싼 부

분)의 평면도를 도 16에, 도 16의 17-17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를 도 17에 도시한다. 도 15에서 소자에 대응하는 부분은,

소자보다 위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EL 표시 장치의 전체 도면은, 이들 각 화소를 어레이 형상으로 배치한 것이므로, 그

도시를 생략한다.

우선, 도 14를 이용하여 본 실시예의 EL 표시 장치의 1 화소의 회로를 설명한다. 본 실시예의 EL 표시 장치의 1화소는 신

호선(101), 주사선(102), 주사용 TFT(103), 축적 용량(104), 구동용 TFT(105), 유기 EL부(106) 및 전원선(107)을 갖는

다. 또, 도 14 내의 터미널(108)은, 도 15 및 도 16 내에서의 컨택트부(108)의 위치에 대응한다.

주사용 TFT(103)의 게이트는 주사선(102)에 접속하고,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은 신호선(101)에, 다른 쪽은 축적 용량

(104)의 한쪽 전극 및 구동용 TFT(105)의 게이트에 접속한다. 축적 용량(104)의 다른 쪽 전극은 전원선(107)에 접속한

다. 또한, 구동용 TFT(105)의 소스 또는 드레인의 한쪽은 전원선(107)에 접속하고, 다른 쪽은 유기 EL부(106)에 접속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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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소에서 유기 EL부(106)가 발광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사선(102)의 펄스에 의해, 소정의 타이밍으로 주사용 TFT

(103)를 온 상태로 하고, 신호선(101)으로부터의 화상 신호를 주사용 TFT(103)를 거쳐 구동용 TFT(105)의 게이트에 인

가한다. 이 게이트와 전원선(107) 사이에는 축적 용량(104)이 개재한다. 따라서, 주사선(102)이 로우 레벨이 되어 신호선

(101)과 구동용 트랜지스터(105) 사이가 분리된 후라도 전하는 나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동용 트랜지스터(105)에 기

입된 화상 신호에 따라, 전원선(107)으로부터의 전류가 유기 EL부(106)로 공급되어, 소정의 휘도로 유기 EL부(106)가 발

광한다.

이어서, 도 15∼도 17을 이용하여 도 14의 회로를 실현하는 구성을 설명한다.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최종 기판(401) 위에 높이 제어 부재(402)와 이것에 둘러싸인 접착제(403)를 갖는 접착층

(404)이 설치되어 있다. 접착층(404) 위에는, 언더층(405) 및 버퍼층(406)이 적층되어 있다.

버퍼층(406) 위에는, 소정의 위치에 주사용 TFT(103) 및 구동용 TFT(105)의 반도체층(407)이 형성되고, 그 위에 게이트

절연층(408)이 전면에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 절연층(408) 위에는, 주사용 TFT(103) 및 구동용 TFT(105)의 반도체층

(407)에 대응하는 영역에 게이트 전극(409)이 형성되어 있다. 구동용 TFT(105)의 게이트 전극(409)은,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축적 용량(104)까지 연장하여 축적 용량(104) 하측의 전극을 겸하고 있다.

게이트 전극(409) 위에는, 전면에 층간 절연층(410)이 설치되어 있다. 주사용 TFT(103) 및 구동용 TFT(105)의 반도체층

(407)의,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에 대응하는 부분에는, 게이트 절연층(408) 및 층간 절연층(410)을 관통하여 소자내 컨

택트부(413)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주사용 TFT(103) 및 구동용 TFT(105)의 게이트 전극(409)에 대응하는 부분에도,

층간 절연층(410)을 관통하여 소자내 컨택트부(413)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소자내 컨택트부(413)를 통하여, 주사용 TFT(103)의 소스 드레인 영역의 한쪽과 구동용 TFT(105)의 게이트

전극(409)을 접속하는 소자내 배선(411a)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소자내 컨택트부(413)를 통해, 주사용 TFT(103)의 게

이트 전극(409)과 주사선(102)을 접속하는 소자내 배선(411b), 구동용 TFT(105)의 소스 드레인 영역의 한쪽과 화소 전

극(201)을 접속하는 소자내 배선(411c), 구동용 TFT(105)의 소스 드레인 영역의 다른 쪽과 전원선(107)을 접속하는 소

자내 배선(411d), 주사용 TFT(103)의 소스 드레인 영역의 다른 쪽과 신호선(101)을 접속하는 소자내 배선(411e)이 형성

되어 있다. 소자내 배선(411d)은 축적 용량(104) 상측의 전극을 겸하고 있다.

소자내 배선(411) 위에는 버퍼층(406)보다 위의 소자(301) 모두를 피복하도록 패시베이션층(412)이 형성되어 있다. 각

소자내 배선(411)의 소정의 영역에 대응하는 패시베이션층(412)에는 컨택트부(108)의 컨택트홀이 개구되어 있다.

패시베이션층(412) 위에는, 상부뿐만 아니라 측부도 피복되도록 보호층(414)이 형성되어 있다. 컨택트부(108)가 형성된

영역은, 마찬가지로 보호층(414)도 패터닝되어, 컨택트부(108)가 개구되어 있다.

이어서, 도 15∼도 17을 이용하여 소자(301)의 윗영역과, 1 화소 중 소자(301) 이외의 영역의 설명을 한다.

소자(301)의 보호층(414) 위와, 1 화소의 소자(301) 이외의 영역에는 최종 기판(401) 위에 직접, 전사 후 절연층(415)이

형성되어 있다. 소자내 배선(411b, 411c, 411d 및 411e)의 소정의 영역에 대응하는 영역의, 전사 후 절연층(415)에는, 각

각 컨택트부(108)용 컨택트홀이 개구되어 있다. 그리고, 전사 후 절연층(415) 위에는, 이들 컨택트부(108)를 통해, 소자내

배선(411b)과 접속하는 주사선(102), 소자내 배선(411c)과 접속하는 화소 전극(201), 소자내 배선(411d)과 접속하는 전

원선(107), 소자내 배선(411e)과 접속하는 신호선(101)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화소 전극(201) 위에는 유기 EL부(106)

가 형성되어 있다. 유기 EL부(106)는 홀 주입층, 발광층 및 음극의 순으로 적층하여 구성하면 된다.

이어서,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의, 본 실시예의 EL 표시 장치의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본 실시예의 EL 표시 장치의 제조 방법은, 우선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자 형성 기판에 도 16 및 도 17에 도

시한 바와 같은 소자(301)를 형성하고, 중간 기판에 이것을 전사한 후, 또한 최종 기판에 전사하고, 배선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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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 형성 기판(도시하지 않음)으로는, 무알카리 유리 기판을 이용하고, 이 위에 소자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언더층

(에칭 스토퍼층 : 405)을 전면에 형성한다. 언더층(405)으로는, 약 1∼2㎛ 두께의 알루미나(AlOx), TaOx나 SiNx 등을 이

용하면 된다. 이어서, 언더층(405) 위에, 버퍼층(406)으로서 SiNx 또는 SiOx를 200㎚의 층두께가 되도록 전면에 성층한

다.

버퍼층(406) 위에는, 비정질 실리콘 반도체층(407)을 약 50㎚의 층 두께가 되도록 CVD법으로 전면에 퇴적한다. 이 비정

질 실리콘 반도체층(407)을 급가열하고, 결정화시킴에 따라, 다결정 실리콘층(407)으로 한다. 이 다결정 실리콘층(407)을

포토리소그래피로 가공하여 섬 형상으로 하고, 주사용 TFT(103) 및 구동용 TFT(105)의 반도체층(407)으로 한다.

이어서, 게이트 절연층(408)으로서 약 150㎚의 두께로 되도록 SiO2층을 CVD법으로 전면에 성층한다. 게이트 절연층

(408) 위에는, MoW를 스퍼터로 약 400㎚의 두께로 되도록 성막하고, 포토리소그래피로 가공하여, 주사용 TFT(103) 및

구동용 TFT(105)의 게이트 전극(409)으로 한다. 구동용 TFT(105)의 게이트 전극(409)은, 축적 캐패시터(104) 하측의

전극을 겸한다.

게이트 전극(409)을 마스크로 하여, 불순물을 이온 주입, 혹은 이온 샤워에 의해 도핑함으로써, 주사용 TFT(103) 및 구동

용 TFT(105)의 소스 드레인 영역을 형성한다. 소스 드레인 영역을 형성할 때에는 LDD(Lightly Doped Drain) 영역을 형

성해도 된다. LDD 영역을 형성할 때는, 레지스트로 LDD 영역을 커버하는 마스크를 형성하여 높은 도우즈로 주입하고나

서, 레지스트를 제거하여 낮은 도우즈로 주입하면 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주사용 TFT(103) 및 구동용 TFT(105)의 양방을, n 형 TFT로 구성 가능하므로, 소스 드레인 영역에

인을 약 1020㎝-3이 되도록 도핑하면 되지만, P 채널로 할 수도 있으며, 이들 TFT를 CMOS 구성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때

에는, 인, 붕소 등의 n형, p형 불순물을 순차 도핑하고, 한쪽을 도핑할 때에는, 도핑하지 않으려는 쪽의 TFT를 피복하도록

하면 된다.

이어서, 플라즈마 CVD법으로 SiO2층을 약 400㎚의 두께로 되도록 형성하여, 층간 절연층(410)으로 한다. 주사용 TFT

(103) 및 구동용 TFT(105)의 반도체층(407)의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에 대응하는 부분의, 게이트 절연층(408) 및 층

간 절연층(410)의 소정의 영역을,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해 개구하고, 소자내 컨택트부(413)용 컨택트홀을 형성한다.

또한, 주사용 TFT(103) 및 구동용 TFT(105)의 게이트 전극(409)에 대응하는 부분의 층간 절연층(410)의 소정의 영역도,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해 개구하여, 소자내 컨택트부(413)용의 컨택트홀을 형성한다.

이어서, Al-Zr 등의 Al 합금을 스퍼터로 약 500∼800㎚의 층두께가 되도록 퇴적시키고,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해 패터닝함

으로써, 소자내 배선(411a∼411e)을 형성한다.

소자내 배선(411a∼411e)은, 나중에 컨택트부(108)에서 다른 전극과 접속하므로, Al 합금 상태의 표면이면 산화층이 생

성되어, 컨택트 저항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산화하기 어렵거나, 혹은 산화해도 도전성을 갖도록 Al 합금 위에

Mo를 더 적층해도 된다.

또한, 소자내 배선(411)의, 나중에 컨택트부(108)로 되는 영역의 내약품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컨택트부(108)로 되는 영역을, Mo, W나 Ta 등의 고융점 금속(refractory metal)이나, Pt나 Au 등의 귀금속, 또는

Cu, Ni 등의 금속, 합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자내 배선(411a)에 의해, 소자내 컨택트부(413)를 통하여 주사용 TFT(103)의 소스 드레인 영역의 한쪽과 구동용 TFT

(105)의 게이트 전극(409)이 접속된다. 또한, 소자내 컨택트부(413)를 통하여 주사용 TFT(103)의 게이트 전극(409)과

주사선(102), 구동용 TFT(105)의 소스 드레인 영역의 한쪽과 화소 전극(201), 구동용 TFT(105)의 소스 드레인 영역의

다른 쪽과 전원선(107), 주사용 TFT(103)의 소스 드레인 영역의 다른 쪽과 신호선(101)이 접속된다. 주사선(102), 화소

전극(201)(도시되지 않음), 전원선(107) 및 신호선(101)은 소자내 배선(411a∼411e)보다도 위에 형성된다. 이들 형성 방

법은 후술한다.

이어서, 소자 형성 기판 위의 하나 하나의 소자를 섬 형상으로 분리하기 위해, 각 소자의 외주부의 층간 절연층(410), 게이

트 절연층(408) 및 버퍼층(406)을 RIE 등으로 패터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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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리된 각 소자를 피복하도록,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법으로 SiNx를 이용하여 패시베이션(passivation)층

(412)을 형성한다. 컨택트부(108)와 각 소자(301)의 외주부 영역에 대응하는 패시베이션층(412)의 영역을 제거한다. 또

한, 패시베이션층(412)으로 피복한 영역을 더 피복하도록, 언더층(405)과 동일한 내HF성이 있는 재료 AlOx 등을 이용하

여 보호층(414)을 형성한다. 컨택트부(108)와 각 소자(301)의 외주부 영역에 대응하는 보호층(414)의 영역을 제거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수분의 투과율(permeability)이 작은 SiNx를 이용하여 패시베이션층(412)을 형성하고, 또한 AlOx를 이

용하여 언더층(405) 및 보호층(414)을 형성하여 전체를 피복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함으로써, 전사 프로

세스에서의 손상 저감, 응력 완화에 의한 소자의 만곡 방지, 접착제를 포함하는 소자 외부로부터의 오염의 방지, 및 수분에

대한 소자 신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보호층(414)과 패시베이션층(412)을 동일 재료로 하여, 보호층(414)으로 패시베이션을 겸해도 된다. 그 경우에는,

상기한 효과를 얻기 위해, AlOx와 SiNx와의 적층층이나, AlSiNxOy, TaOx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패시베이션층(412)과 보호층(414)에 개구부(108)를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후술하는 최종 기판에 소자를 전사하는 공

정 후에, 전체에 전사 후 절연층을 형성하고나서, 이들 층을 3층 동시에 패터닝하여 행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는 소자의

측면에서는 패시베이션층을 피복하도록 보호층을 형성하지는 못하지만, 소자를 소자 형성 기판으로부터 추출할 때의 공정

을 고안함으로써 영향을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패시베이션층(412)을 형성한 후에 소자 분리하지 않고 보호층(414)을 형성하고, 그 후에 소자 분리를 행해도 된다.

그 경우에는,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사용 TFT(103)와 구동용 TFT(105)를, 소자 분리할 때의 끝 부분으로부터 약

5∼10㎛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자 분리할 때, 언더층(405)은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소자 형성 기판 위에 형성한 소자를, 중간 기판에 전사하고, 또한 높이 제어 부재와 이것에 둘러싸인 접착제를

형성한 최종 기판에 전사하는 공정은,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행하면 되므로, 여기서 설명을 생략한다.

이어서,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자(301)를 전사한 최종 기판(401) 위에, 전면에 감광성 아크릴 수지를 이용하여 전사

후 절연층(415)을 형성한다. 소자(301)의 컨택트부(108)에 대응하는 영역의 전사 후 절연층(415)은 제거되어, 개구부가

형성된다.

이어서,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Al이나 ITO 등을 스퍼터링법 등으로 전면에 형성하고, 포토리소그래피 등을 이용하여

패터닝하고, 신호선(101), 주사선(102), 전원선(107) 및 화소 전극(201)을 형성한다.

이 후,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소 전극(201)에 유기 EL부(106)를 형성하여, 커버용 기판과 접합하고, 밀봉하여 배선

을 행함으로써(도시하지 않음) EL 표시 장치를 완성할 수 있다.

또한, 투명 전극 등을 형성한 대향 기판과, 소자를 형성한 최종 기판을 대향시켜, 이들 사이에 액정을 주입하여 밀봉하고,

배선을 행함으로써, 액정 표시 장치로 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소자를 높이 제어 부재 및 접착제를 형성한 최종 기판에 전사함으로써, 높이가 제어된 소자를 갖

는 EL 표시 장치를 형성할 수 있다. 소자의 높이 제어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배선을 행할 때에, 배선과 소자가 갖는 용량 등

에 변동이 없어, 높은 표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1화소의 크기를 약 40㎛×약 120㎛, 1 소자의 크기를 약 40㎛×약 25㎛

로 하므로, 소자의 크기는 1 화소의 약 1/5이다. 또한 소자의 제조에는 많은 프로세스 단계를 필요로 하지만, 본 실시예에

서는 소자를 전용 소자 형성 기판에 고밀도로 형성하여 전사한다. 따라서, 소자 형성 기판과 최종 기판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면, 1매의 소자 형성 기판에는 최종 기판 4매 이상의 소자를 형성할 수 있다. 제조 프로세스가 많은 소자를 한번에 다수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의 저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각 소자는 각 소자마다 분리된 언더층 위에 설치되어 있다. 언더층은, 소자의 하층의 층의 변형을

완화시키므로, 신뢰성이 향상한다. 변형의 완화는, 소자 특성의 변화를 막고, 또한 박리 불량 등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사 시의 접착 신뢰성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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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접착층의 높이 제어 부재로서, 감광성 아크릴 수지를 이용했지만, 높이 제어 부재는 접착층의 높이

를 유지할 수 있는 고체이면 되며,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폴리이미드, BCB(benzocyclobutene), 불소

계 수지 등의 감광성 수지, 혹은 PET(polyethylenetelephtalate), PES(polyether sulfone), PEN(poly-ethylene

naphtalate) 등의 기판으로서 이용되는 재료나 기판 자체의 엠보싱 가공이나 사출 성형 등에 의한 가공체로서 형성하는 재

료 등의 비감광성 수지, 도포형의 SOG(Spin On Glass)에 의해, 또는 폴리실라잔(poly-silazane)으로부터 소성한 SiOx층,

CVD 성층한 SiOx나 SiNx, 인 유리 등의 무기계 절연층 등도, 접착층의 높이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이 제어 부재로서

바람직한 재료이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접착층의 접착제로서, 자외선 경화 접착제를 이용했지만, 접착제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을 완성할

때에, 소자와 접착하는 재료이면 되며,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열 경화형 접착제(thermosetting), 열가

소성 접착제(thermoplastic), 탄성 접착제, 합금 접착제 등의 접착제 등도 소자와 양호하게 접착하므로, 바람직한 재료이

다.

이들 접착제의 재료로는, 예를 들면 일액성(one-part), 이액성(two-part) 에폭시 수지, 아크릴 수지, 멜라민(melamine)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폴리벤즈이미다졸 수지(poly-benzimidazole), 페놀 수지, 유레아(urea) 수지,

레졸시놀(resorcinol) 수지,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cellu1ose acetate), 니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1ose), 폴리아세트

산비닐(po1yvinyl acetate), 폴리 염화비닐리덴(polyvinyliden chloride), 폴리아미드, 시아노아크릴레이트

(cyanoacrylate), 폴리우레탄 고무(polyurethane rubber), 실리콘 고무, 아크릴 에멀젼 등이 있다.

이들 접착제는, 형성 시에 액체이고 나중에 경화되는 것이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소정량을 노즐로부터 적하(滴下)하는 방

법으로 형성해도 된다. 적하에는 메카니컬 펌프 혹은 압전 소자(piezoelectric device)로 디스펜스하거나, 공중을 액적이

비행하도록 주입해도 된다. 또한, 접착제 형성시부터 고체로서, 작은 조각으로 추출한 것을 기계적으로 두거나, 정전력으

로 흡입해 두는 등의 방법으로 형성해도 된다. 접착제는 높이의 제어를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소성이나 탄성을 갖는 고

체라도 무방하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최종 기판으로서 유리 기판을 이용했지만, 플라스틱 기판, 수지 필름, 세라믹스 기판, 금속 박판 기

판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종래, 플라스틱 기판이나 수지 필름 등은 경량이기는 하지만, 열 변형이나 열 팽창율의 크기로

부터, 고정밀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으로서 정밀하게 형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는, 열 공정을 포함하는 소

자 형성을 소자 형성 기판 위에서 행하고, 이것을 전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기판의 재질을 막론하고, 경량의 기판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어서, 도 18에 제1 및 제2 실시예의 중간 기판으로부터 최종 기판으로의 전사 공정의 변형예를 도시한다. 제1 실시예와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여, 설명을 생략한다.

본 변형예에서는,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중간 기판(601)에 접하여 중간 기판 위 마스크(1701)를 추가로 형성한다. 중

간 기판(601)이 두꺼운 경우, 유리 마스크(1201)만을 거쳐 광을 조사하면, 선택하지 않은 소자(301)에도 광이 조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간 기판 위 마스크(1701)를 형성함에 따라, 광의 조사 영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전

사하는 소자(301)의 선택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변형예의 경우에는, 광 변환체를 형성하지 않아도 선택성이 향상한다. 따라서, 이것은 자외광에 의해 접착력이 저하하

는 가접착층(603)을 이용하는 경우나, 광 변환체로서 적당한 재료가 없는 경우 등에, 특히 유효하다. 전사하는 소자(301)

의 크기가 약 20∼40㎛로 작은 경우에도, 공간을 정밀하게 가접착층(603)의 박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

본 변형예에서도, 접착층(404)이 접착제(403)와 높이 제어 부재(402)에 의해 선택적으로 하나의 소자(301)만을 접착하기

위해, 소자(301)와 접착층(404)의 접착 및 가접착층(603)과의 박리를 행하여, 종합적인 선택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유리 마스크(1201), 또는 중간 기판 위 마스크(1701)를 형성하지 않고, 조사하는 광을 레이저 등으로서, 전사하고자

하는 소자(301)에만 선택적으로 빔 광을 조사해도 된다.

이어서, 최종 기판에 형성하는 접착층의 형상이 제1(혹은 제2) 실시예와 다른 예를 제3 내지 제9 실시예로서 설명한다. 이

들 실시예에서는, 접착층 외에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행하면 되며, 접착층 이외의 설명은 생략한다.

등록특허 10-0687152

- 16 -



(제3 실시예)

제3 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중 하나의 소자의 단면도를 도 19a에, 하나의 소자에 대응하는 접착층의 평면도

를 도 19b에 도시한다. 본 실시예는, 도 19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접착층(404)의 높이 제어 부재(402)의 내주 형상을 원으

로 하는 것 외에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구성이다. 도 19b의 파선은 소자(301)의 외주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와 같이 높이 제어 부재(402)의 내주 형상을 곡율을 갖게 한 곡면으로 함으로써, 소자(301)를 접착층

(404)에 눌러붙일 때의, 넓어진 접착제(403)와 높이 제어 부재(402)의 간극을 작게 할 수 있다. 접착제(403)로서, 점성이

높은 액체 형상의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자(301)에 의해 눌러붙은 형상이 곡면을 갖게 될 것이므로, 특히 높은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높이 제어 부재(402)의 외주가 정방형에 가까운 형상인 경우에는, 그 내주의 형상을 원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높이

제어 부재(402)의 내주 형상은, 높이 제어 부재(402)의 외주 형상에 대응한 곡율을 갖는 곡면으로 하면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높이 제어 부재(402)의 내주의 곡율 반경은, 접착제(403)의 재료의 점도 등에도 의존하지만, 높이 제어 부재

(402)의 1변의 길이의 1/5∼1/2 정도로 하면 된다. 높이 제어 부재(402)의 재료, 형성 방법 등은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

다.

(제4 실시예)

제4 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에 형성되는, 하나의 소자의 단면도를 도 20a에, 하나의 소자에 대응하는 접착층

의 평면도를 도 20b에, 하나의 소자의 평면도를 도 20c에 도시한다. 본 실시예는, 도 20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접착층(404)

의 높이 제어 부재(402)가 절결부(잘린 부분 : 1901)를 갖고 접착제(403)를 둘러싸도록 형성되는 것 외에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구성이다. 도 20b의 파선은 소자(301)의 외주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와 같이 높이 제어 부재(402)가 절결부(1901)를 갖고 접착제(403)를 둘러싸도록 형성됨으로써, 접착

제(403)의 량이 다소 많아도 여분의 접착제(403)가 절결부(1901)를 통하여 높이 제어 부재(402)의 밖으로 나온다. 접착제

(403)의 량을 엄격하게 제어하지 않아도, 접착층(404)의 높이, 확대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이 절결부(1901)의 형상을, 높이 제어 부재(402)의 내주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좁고, 외주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넓은

구조로 함으로써, 절결부(1901)로부터 나온 접착제의 높이를 높이 제어 부재(402)의 높이보다도 낮추어, 인접하는 소자와

접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절결부(1901)의 위치를, 도 20c에 도시한 바와 같은 소자(301)의 컨택트부(108)에 대응하는 위치와는 다른 곳이나

떨어진 곳에 형성함으로써, 접착제(403)가 절결부(1901)로부터 나와 소자(301) 위에 피복되는 경우가 있어도, 컨택트 불

량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다.

또한, 절결부(1901)는 높이 제어 부재의 측벽에 형성한 홀이라도 무방하다.

(제5 실시예)

제5 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하나의 소자의 단면도를 도 21a에, 하나의 소자에 대응하는 접착층의 평면도

를 도 21b에 도시한다. 도 21b의 파선으로 도시한 영역이, 소자(301)에 대응하는 위치이다. 본 실시예는, 도 21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자(301)가 접착층(404)의 높이 제어 부재(402)의 내주보다도 내측에 형성되는 것 외에는, 제1 실시예와 마

찬가지의 구성이다.

본 실시예에서, 중간 기판으로부터 최종 기판에 소자(301)를 전사할 때에는, 소자(301) 주위의 가접착층이 높이 제어 부재

(402)에 접촉하고, 그 이상 눌러붙는 것을 막기 위해(도 21),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접착층(404)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

여, 최종 기판면과 소자를 대략 평행해지도록 전사할 수 있다. 또한, 높이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접착제(403)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소자(301)를 높이 제어 부재(402)의 내주보다도 내측에 형성함으로써, 소자(301)와 접착

제(403)의 접촉 면적을 넓일 수 있고, 접착력이 증가한다.

또, 소자(301)의 중간 기판(601)으로의 전사를, 도 3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점착층(603a)으로의 접착으로 행하는 경우에

는, 소자(301)들이 가접착층에 균일하게 매립되지 않기 때문에, 본 실시예를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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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실시예)

제6 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하나의 소자의 단면도를 도 22a에, 하나의 소자에 대응하는 접착층의 평면도

를 도 22b에 도시한다. 본 실시예는, 도 2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접착층(404)의 높이 제어 부재(402)가 접착제(403)를 둘

러싸도록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자(301) 영역 밑에도 제2 높이 제어 부재(2101)가 형성되는 것외에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구성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2 높이 제어 부재(2101)는 일본 합성 고무사(Japan Synthetic Rubber Co. LTD) 제조의 옵트머

(OPTMER) 등의 감광성 아크릴 수지나 에폭시 수지, 노볼락(novolac) 수지 등을 이용하여 포토리소그래피 등으로 형성하

면 된다. 또한, 높이 제어 부재(402)와 제2 높이 제어 부재(2101)를 동시에 형성해도 된다. 예를 들면, 감광성 아크릴 수지

를 전면에 형성하고, 높이 제어 부재(402)와 제2 높이 제어 부재(2101)의 형상에 대응한 포토마스크로 노광하여 현상하

면, 동일한 높이의 두개의 높이 제어 부재를 실현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소자(301)에 대응하는 영역 아래에도 제2 높이 제어 부재(2101)를 형성함으로써, 소자(301)의 높이 제

어를 보다 확실하게 행할 수 있다. 특히, 제5 실시예와 같이 높이 제어 부재의 내주보다도 소자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소자(301) 영역 아래에 형성되는 제2 높이 제어 부재(2101)의 총 단면적은 소자(301) 면적의 약 0.1∼0.8배

가 바람직하다. 소자(301)의 변형에 대한 강도가 약한 경우에는, 소자(301)에 대한 손상을 저감시키기 위해, 제2 높이 제

한 부재(2101)의 면적은 큰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번에 전사하는 면적이 크고, 중간 기판(601)과 최종 기판(401)을 누

르는 압력이 장소에 의해 변동되는 경우에는, 상기한 면적은 약 0.5배 이상인 것이, 소자(301)에 대한 손상을 저감시키기

위해 바람직하다.

(제7 실시예)

제7 실시예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하나의 소자를 도시한 단면도를 도 23a에, 하나의 소자에 대응하는 접착층의 평면

도를 도 23b 에 도시한다. 본 실시예는, 도 23b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접착층(404)의 높이 제어 부재(402)를 접착제(403)를

둘러싸도록 형성하지는 않고, 높이 제어 부재(402) 주위를 접착제(403)가 둘러싸는 것외에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구성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높이 제어 부재(402)는 패터닝시에, 작은 높이 제어 부재(402)를 복수 병립하여 형성하면 되며, 또한 접

착부(403)는 형성 시에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인쇄 등으로 소정의 형상으로 형성하면 된다. 접착제

(403)의 외주 형상은, 소자(301)의 외주 형상에 가까운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높이 제어 부재(402)는 접착제(403)를 둘러싸도록 형성되지는 않지만, 높이 제어 부재(402)가 있기 때

문에, 다른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소자(301)를 눌러도 높이는 일정해진다.

또한 접착제(403) 자신이 형상을 유지하고, 또한 소자(301)가 눌러붙는 것을 높이 제어 부재(402)가 억제하기 때문에, 접

착제(403)의 확대를 억제할 수도 있다. 인쇄 등에 의해 형성 가능하고, 접착제(403) 자신이 형상을 유지하는 재료로는, 인

쇄 잉크로서 증점제 등을 배합한 액정 메인 시일용 접착제나, 자외선 경화형 에폭시 수지, 열 경화형 에폭시 수지, 아크릴

수지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제8 실시예)

제8 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하나의 소자의 단면도를 도 24a에, 하나의 소자에 대응하는 접착층의 평면도

를 도 24b에 도시한다. 본 실시예는, 도 2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접착층(404)의 높이 제어 부재(402)는 접착제(403)를 둘

러싸도록 형성하지는 않고, 높이 제어 부재(402)가 접착제(403)에 분산된 것 외에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구성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접착층(404)은 높이 제어 부재(402)를 접착제(403)에 분산시켜, 인쇄 등으로 형성하면 된다. 높이 제어

부재(402)는, 실리카, SiNx, 폴리에스테르, 폴리에틸렌, 아크릴 수지 등을 이용하여, 기둥형, 구형, 파이버 형상, 비즈 형상

등의 형상으로서, 접착제(403)에 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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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서도, 높이 제어 부재(402)가 있음으로써, 다른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소자(301)를 눌려붙여도 높이가 일정해

지고, 또한 접착제(403)의 확대를 억제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높이 제어 부재(402)를 형성하는 공정이 없기

때문에,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공정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제9 실시예)

제9 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하나의 소자의 단면도를 도 25a에, 하나의 소자에 대응하는 접착층의 평면도

를 도 25b에 도시한다. 본 실시예는, 도 25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접착층(404)의 높이 제어 부재(402)가 접착제(403)를 둘

러싸는 것뿐만 아니라, 접착제(403)의 상부도 일부 피복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구성이다. 도 25b

의 파선은 소자(301)의 외주를 도시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접착제(403)를 우선 인쇄 등으로 형성한다. 그리고, 사전에 플라스틱등으로 성형한 높이 제어 부재(402)

를 최종 기판(401)에 접합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그 후에는, 다른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하여, 소자(301)를 눌러붙임으

로써, 높이 제어 부재(402)의 상면으로부터 나온 접착제(403)와 소자(301)가 접착한다.

본 실시예에 의해서도, 다른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소자(301)를 눌러붙여도 높이가 일정해지며, 또한 접착제(403)의 확대

를 억제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접착제(403)의 측부 및 상부의 일부가 높이 제어 부재(402)에 의해 피복되므

로, 접착제 도포 공정의 마진을 대폭 넓일 수 있어, 소자(301) 접착시의 수율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이들 각종 실시예를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능동 소자를 전사할 때에, 능동 소자의 최종 기판면으로부터의 높이의 제어가

가능하고, 접착층을 거쳐도 능동 소자와 최종 기판이 대략 평행해지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의 소자 전사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에서의 소자 형성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3a는 제1 실시예에서의 소자 형성 기판과 중간 기판의 가접착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3b 내지 도 3d는 도 3a의 공정의 변형예를 도시한 단면도.

도 4는 제1 실시예에서, 중간 기판으로의 전사가 종료된 상태를 도시한 단면도.

도 5 및 도 6은 제1 실시예에서, 최종 기판에 접착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7은 도 6의 공정에 대응하는 평면도.

도 8 및 도 9는 제1 실시예에서, 중간 기판과 최종 기판의 접착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10은 도 9의 공정에서의 접착층과 능동 소자와의 중첩 상태를 도시한 평면도.

도 11은 제1 실시예에서, 최종 기판에 액티브 소자의 전사가 완료된 상태를 도시한 단면도.

도 12 및 도 13은 제1 실시예에서, 최종 기판으로의 배선의 형성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14는 제2 실시예에 따른 유기 EL 표시 장치의 1 화소분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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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제2 실시예에 따른 유기 EL 표시 장치의 1 화소의 평면도.

도 16은 제2 실시예에 따른 유기 EL 표시 장치의 1 화소분의 능동 소자의 평면도.

도 17은 도 16의 17-17선을 따라 자른 단면도.

도 18은 제1 혹은 제2 실시예에서의 중간 기판과 최종 기판의 접착 공정(도 9)의 변형예를 도시한 단면도.

도 19a 및 도 19b는 제3 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공정에서의 접착층과 능동 소자와의 중첩 상태를 도

시한 단면도 및 평면도.

도 20a 및 도 20b는 제4 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공정에서의 접착층과 능동 소자와의 중첩 상태를 도

시한 단면도 및 평면도.

도 20c는 도 20b의 구성에 적합한 능동 소자의 컨택트부의 배열예를 도시한 능동 소자의 평면도.

도 21a 및 도 21b는 제5 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에서의 접착층과 능동 소자와의 중첩 상태를 도

시한 단면도 및 평면도.

도 22a 및 도 22b는 제6 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에서의 접착층과 능동 소자와의 중첩 상태를 도

시한 단면도 및 평면도로, 능동 소자의 아래에서도 병립한 복수의 높이 제어 부재를 설치한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3a 및 도 23b 는, 제7 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에서의 접착층과 능동 소자와의 중첩 상태를

도시한 단면도 및 평면도로, 제6 실시예로부터 통 형상 높이 제어 부재를 제외한 예에 상당하는 도면.

도 24a 및 도 24b는 제8 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에서의 접착층과 능동 소자와의 중첩 상태를 도

시한 단면도 및 평면도로, 높이 제어 부재를 접착제 내로 분산시킨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5a 및 도 25b는 제9 실시예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에서의 접착층과 능동 소자와의 중첩 상태를 도

시한 단면도 및 평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8 : 개구

201 : 화소 전극

301 : 소자

401 : 최종 기판

402 : 높이 제어 부재

403 : 접착제

404 : 접착층

415 : 절연층

501 : 소자 형성 기판

601 : 중간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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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광 변환체

603 : 가접착층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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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도면3d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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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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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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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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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도면19a

도면19b

도면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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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0b

도면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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