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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의 범프와 단자의 접속 저항의 경시 변화가 있더라도, 표시 특성의 열화가 적극 억제된 전기 광학 장

치 및 전자기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판(20)을 갖는 전기 광학 패널(4)과, 기판(20) 상에 제 1 방향(x 방향)을 따라 배치된

복수의 입력 단자(41)와, 각 입력 단자(41)와 도전성 유기 부재를 통해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복수의 입력용 범프가 배치된

반도체 장치(3)를 구비하는 전기 광학 장치(1)로서, 제 1 방향에서의 반도체 장치(3)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입력용 범

프와 접속하는 입력 단자(41)는 전원 공급 단자, 전원 공급 제어 단자 및 접지 단자 중 적어도 하나이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실시예 1에 따른 액정 장치의 전기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 블럭도,

도 2는 실시예 1에 따른 액정 장치의 개략 사시도,

도 3은 실시예 1에 따른 구동용 IC의 범프와 단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략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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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실시예 1에 따른 구동용 IC의 범프에 접속하는 단자의 설명도(그 1),

도 5는 실시예 1에 따른 구동용 IC의 범프에 접속하는 단자의 설명도(그 2),

도 6은 실시예 1에 따른 구동용 IC의 범프에 접속하는 단자의 설명도(그 3),

도 7은 구동용 IC의 실장 상태를 나타내는 개략 단면도,

도 8은 실시예 2에 따른 구동용 IC의 범프와 단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략 모식도,

도 9는 실시예 2에 따른 구동용 IC의 범프에 접속하는 단자의 설명도,

도 10은 실시예 3에 따른 구동용 IC의 범프에 접속하는 단자의 설명도,

도 11은 실시예에 따른 전자기기의 표시 제어계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 구성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액정 장치 3, 103 : 구동용 IC

4 : 액정 패널 20 : 제 1 유리 기판

33 : 입력용 범프 41 : 입력 단자

43 : ACF 300 : 전자기기

VL OUT : 액정 구동 전압 출력 단자(커먼 전극 온 레벨)

VL IN : 액정 구동 전압 입력 단자(커먼 전극 온 레벨)

VLCHP IN : 승압 전압 1입력 단자

VLCHP OUT : 승압 전압 1출력 단자

VDDHX2 IN : 승압 전압 2입력 단자

VDDHX2 OUT : 승압 전압 2출력 단자

VDDH : 아날로그계 전원 단자

VDDH2 : 승압용 전원 단자

GNDH3 : 승압용 접지 단자

GNDH2 : 아날로그계 접지 단자

GNDL : MPU 인터페이스, 내부 논리계 접지 단자

VDD : MPU 인터페이스, 내부 논리계 전원 단자

VD OUT : 액정 구동 전압 출력 단자(커먼 전극 오프 레벨, 세그먼트 전극 온 레벨)

VD IN : 액정 구동 전압 입력 단자(커먼 전극 오프 레벨, 세그먼트 전극 온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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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SO : 단자 처리용 VSS 레벨 출력 단자

VDDO : 단자 처리용 VDD 레벨 출력 단자

OSCVDD : 발신 회로용 전원 단자

aimR : 접속 저항의 허용 최대값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판 상에 도전성 유기 부재를 거쳐 실장된 반도체 장치를 갖는 전기 광학 장치 및 전자기기에 관한 것이다.

전기 광학 장치, 예컨대 COG(Chip On Glass) 방식의 액정 장치는 한 쌍의 유리 기판 사이에 액정을 밀봉한 액정 패널과,

액정 패널을 끼우도록 마련된 한 쌍의 편광판과, 액정 패널의 유리 기판 상에 열 압착 방식을 이용하여 실장된 반도체 장치

와, 액정 패널의 기판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플렉서블 배선 기판과, 플렉서블 배선 기판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회로 기

판을 갖고 있다. 액정 패널의 기판 상의 단자와 반도체 소자의 범프는 도전성 유기 부재로서의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 이방성 도전 필름)를 통해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회로 기판 상에는, 컨트롤 회로, 전원 제어용 회

로, 승압 회로 등을 구성하는 실장 부품이 땜납에 의해 실장되어 있다(특허 문헌 1 참조).

최근, 액정 장치를 소형화하기 위해, 컨트롤 회로, 전원 제어용 회로, 승압 회로 등의 일부의 구성을, 액정 패널의 유리 기판

상에 실장되는 반도체 장치에 내장하고 있다.

(특허 문헌 1) 일본 공개 특허 공보 제2001-156418호(쇼트[0036]∼[0045])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COG 방식의 액정 장치에 있어서는, 유리 기판과 반도체 장치의 열팽창 계수가 다른 것에 의해,

반도체 장치 실장의 열 압착 공정 시에 반도체 장치가 휜 형상(warped state)으로 비뚤어져 압착된다. 이 때문에, 시간의

경과와 함께 반도체 장치의 중앙 부분의 외측에 위치하는 ACF가 느슨해지고, 반도체 장치의 외측 부분에 있어서의, 반도

체 장치의 범프와 액정 패널상의 단자의 접속 저항이 높아져, 액정 패널의 표시 특성이 열화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상술한 과제에 감안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반도체 장치의 범프와 단자의 접속 저항의 경시 변화가 있더라도, 표

시 특성의 열화가 적극 억제된 전기 광학 장치 및 전자기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전기 광학 장치는 기판을 갖는 전기 광학 패널과, 상기 기판 상에 제 1 방향을 따라

배치된 복수의 입력 단자와, 각 상기 입력 단자와 도전성 유기 부재를 통해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복수의 입력용 범프가 배

치된 반도체 장치를 구비하는 전기 광학 장치로서, 상기 제 1 방향에서의 상기 반도체 장치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상

기 입력용 범프와 접속하는 상기 입력 단자는 다른 입력 단자보다 상기 입력용 범프와의 접속 저항의 허용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제 1 방향에서의 반도체 장치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입력용 범프와 접속하는 입

력 단자로서, 다른 입력 단자보다 입력용 범프와의 접속 저항의 허용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입력 단자를 마련하는 것에 의

해, 예컨대 경시 변화에 의해 입력용 범프와 입력 단자 사이의 도전성 유기 부재가 느슨해지더라도, 반도체 장치의 중앙부

에서의 입력용 범프와 입력 단자 사이의 접속 저항은 반도체 장치의 양단 측의 해당 접속 저항보다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

에, 항상 안정한 동작 특성의 전기 광학 장치를 얻을 수 있다. 즉, 기판과 반도체 장치의 열팽창 계수가 다르면, 반도체 장치

실장의 열 압착 공정 시에, 반도체 장치가 휜 형상으로 비뚤어져 압착된다. 이 때문에, 시간의 경과와 동시에 반도체 장치

의 제 1 방향에서의 외측부의 도전성 유기 부재가 느슨해지고, 반도체 장치의 외측부에서의 입력 범프와 입력 단자의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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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이 높아진다. 그래서, 본 발명에 있어서는, 경시 변화에 의한 도전성 유기 부재의 느슨함이 있더라도 접속 저항이 변화

되기 어려운 반도체 장치의 중앙부에서의 입력용 범프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입력 단자를 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

컨대, 경시 변화에 의해 도전성 유기 부재가 느슨해지더라도, 반도체 장치의 중앙부의 입력용 범프와 이것에 대응하는 입

력 단자의 접속 저항은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시 변화에 의한 전기 광학 장치의 표시 특성의 열화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 1 방향에서의 상기 반도체 장치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상기 입력용 범프와 접속하는 상기 입력 단자는

접속 저항이 작은 것을 요구하는, 예컨대, 전원 공급 단자, 전원 공급 제어 단자 및 접지 단자 중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이와 같이, 경시 변화에 의한 도전성 유기 부재의 느슨함이 있더라도 접속 저항이 변화되기 어려운 반도체 장치의 중앙부

에서의 입력용 범프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입력 단자로서, 낮은 접속 저항이 요구되는 전원 공급 단자, 전원 공급 제어 단

자 및 접지 단자의 적어도 하나를 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컨대, 경시 변화에 의해 도전성 유기 부재가 느슨해지더라

도, 반도체 장치의 중앙부의 입력용 범프와 이것에 대응하는 입력 단자의 접속 저항은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시 변화

에 의한 전기 광학 장치의 표시 특성의 열화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반도체 장치와 상기 기판은 열팽창 계수가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반도체 장치와 기판의 열팽창 계수가 다르면, 반도체 장치 실장의 열 압착 공정 시에, 반도체 장치가 휜 형상으

로 비뚤어져 압착된다. 이 때문에, 시간의 경과와 함께 반도체 장치의 제 1 방향에서의 외측부의 도전성 유기 부재가 느슨

해져, 반도체 장치의 외측부에서의 입력 범프와 입력 단자의 접속 저항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경시 변화에 의한 도전성

유기 부재의 느슨함이 있더라도 접속 저항이 변화되기 어려운 반도체 장치의 중앙부에서의 입력용 범프에 전기적으로 접

속하는 입력 단자로서, 낮은 접속 저항이 요구되는 전원 공급 단자, 전원 공급 제어 단자 및 접지 단자 중 적어도 하나를 배

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컨대, 경시 변화에 의해 도전성 유기 부재가 느슨해지더라도, 반도체 장치의 중앙부의 입력용

범프와 이것에 대응하는 입력 단자의 접속 저항은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시 변화에 의한 전기 광학 장치의 표시 특성

의 열화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복수의 입력용 범프는 해당 입력용 범프와 상기 입력용 단자의 접속 저항의 허용 최대값이 상기 제 1 방향에서

외측으로부터 내측을 향하여 낮게 되도록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입력용 범프와 입력용 단자의 접속 저항의 허용 최대값이 외측으로부터 내측을 향해 낮게 되도록, 입력용 범프

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확실히 경시 변화에 의한 전기 광학 장치의 표시 특성의 열화를 억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전자기기는 상술한 어느 하나의 전기 광학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반도체 장치의 입력용 범프와 입력 단자의 접속 저항의 경시 변화에 의한 표시 특성의

열화가 없기 때문에, 표시 특성이 안정한 표시 화면을 갖는 전자기기를 얻을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또, 이하 실시예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전기 광학 장치로서 액정

장치를 예로 든다. 구체적으로는 COG(Chip On Glass) 방식의 TFD 소자를 이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장치에 대해

설명하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하의 도면에 있어서는 각 구성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실제의 구조와

각 구조에 있어서의 축척이나 개수 등이 다르다.

(전기 광학 장치)

(실시예 1)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광학 장치로서의 액정 장치의 전기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 블럭도이다. 도 2는 액

정 장치의 개략 사시도이다.

도 1 및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액정 장치(1)는 전기 광학 패널로서의 액정 패널(4)과, 액정 패널(4)을 끼우도록 마련

된 한 쌍의 편광판(도시하지 않음)과, 액정 패널(4)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플렉서블 배선 기판(42)과, 액정 패널(4)에 실장

된 반도체 장치로서의 구동용 IC(3)와, 플렉서블 배선 기판(42)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회로 기판(도시하지 않음)을 구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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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패널(4)은 거의 구형상(矩形狀)의 밀봉재(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접착된 한 쌍의 구형상의 유리로 이루어지는 제 1

유리 기판(20)과 제 2 유리 기판(30)을 갖고 있다. 한 쌍의 제 1 유리 기판(20) 및 제 2 유리 기판(30)과 밀봉재에 의해 둘

러싸인 영역 내에는, 전기 광학 물질로서, 예컨대, 90도 트위스트된 TN(Twisted Nematic) 액정(23)이 유지되어 있다.

제 1 유리 기판(20) 상에는 y방향으로 연장된 복수(n개)의 세그먼트 전극(21)이 마련되고, 제 2 유리 기판(30) 상에는 x방

향으로 연장된 복수(m개)의 커먼 전극(31)이 마련된다. 제 1 유리 기판(20) 상에는, 세그먼트 전극(21)과 커먼 전극(31)의

각 교점에 대응하여 2단자형 스위칭 소자의 일례인 박막 다이오드(Thin Film Diode: 이하, 단지 TFD라고 함)(22) 및 화소

전극(도시하지 않음)이 마련된다.

제 1 유리 기판(20)은 제 2 유리 기판(30)보다 돌출된 돌출부(20a)를 갖고, 돌출부(20a)에는 반도체 장치로서의 구동용 IC

(3)가 실장되어 있다. 돌출부(20a)에는, 구동용 IC(3)의 입력용 범프(후술하는 참조 부호 33)와 도전성 유기 부재로서의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 이방성 도전 필름, 후술하는 참조 부호 43)를 통해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입력 단자

(41)와, 구동용 IC(3)의 출력용 범프(후술하는 참조 부호 34)와 ACF를 통해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세그먼트 전극용 출력

단자(25)와 커먼 전극용 출력 단자(24)가 마련된다. 입력 단자(41)는 제 1 방향으로서의 x방향을 따라 복수 마련된다. 세

그먼트 전극용 출력 단자(25)는 세그먼트 전극(21)이 연장하여 이루어지고, 커먼 전극용 출력 단자(24)는 커먼 전극(31)과

밀봉재 중에 함유된 도전성 물질(도시하지 않음)을 통해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구동용 IC(3)는 세그먼트 전극용 드라이버(11), 커먼 전극용 드라이버(13), 구동 제어 회로(12), 메모리(표시 데이터

RAM)(14), 전원 회로(100)를 포함한다.

메모리(14)는 액정 패널(4)에 표시시키는 화상의 표시 데이터를 기록한다. 세그먼트 전극용 드라이버(11)는 메모리(14)에

기억된 표시 데이터에 근거하여, 세그먼트 전극(21)의 신호를 구동한다. 커먼 전극용 드라이버(13)는 커먼 전극(31)을 신

호 구동한다.

전원 회로(100)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시스템 전원 전위 VDD와 설치 전원 전위 VSS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의 전위를 생

성하고, 액정 장치(1)의 각 부에 전위를 공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원 회로(100)는 커먼 전극용 드라이버(13)에 대하

여 커먼 전극(31)의 구동에 필요한 전위를 공급하고, 세그먼트 전극용 드라이버(11)에 대하여 세그먼트 전극(21)의 구동에

필요한 전위를 공급한다. 또한, 전원 회로(100)는 구동 제어 회로(12) 및 메모리(14)에 대하여 필요로 되는 전위를 공급한

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커먼 전극용 드라이버(13)에 대하여 커먼 전극(31)의 구동에 필요한 전위 중, 접지 전원 전위 VSS

의 전위에 대하여 정극성의 전위를 공급한다. 이 때문에,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액정 장치(1)는 전압 변환 회로(40)를 더

포함한다. 전압 변환 회로(40)는 전원 회로(100)에서 생성된 전위를 이용하여, 접지 전원 전위 VSS의 전위에 대하여 부극

성의 전위를 생성하고, 커먼 전극용 드라이버(13)에 공급한다.

다음에 구동용 IC(3)에 대하여 도 3 내지 도 6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3은 구동용 IC(3)의 각 범프와, 이 범프에 접속하는 단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략 모식도이다. 도 4 내지 도 6은 구동용

IC(3)의 각 입력용 범프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입력 단자(41)의 단자 명칭, 이 입력 단자(41)와 접속하는 입력용 범프의

구동용 IC(3)에 있어서의 위치, 입력용 범프와 입력 단자(41)의 접속에 요구되는 허용 최대 접속 저항값을 나타낸다. 도 4

내지 도 6에 나타내는 입력용 범프의 위치는 도 3에 나타내는 구동용 IC(3) 중심의 x, y 좌표를 (0, 0)으로 했을 때의 x 좌

표값(단위 ㎛)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 2에 나타내는 x, y 방향과 도 4에 나타내는 x, y 방향은 대응하고, 구동용 IC

(3)의 길이 방향이 x 방향에 상당한다. 도 4 내지 도 6에서, aimR은 범프와 단자의 목표 접속 저항값이며, 이 수치 이하의

접속 저항으로 되도록 구동용 IC(3)를 마련하는 것이 동작 특성상요망된다. 바꿔 말하면, aimR은 접속 저항의 양산 마진을

고려한 허용 최대값이라 할 수 있다.

도 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구동용 IC(3)은 그 폭 a가 1950㎛, 길이 b가 17500㎛로 되어있다. 구동용 IC(3)의 범프면(3a)

의 한쪽에는, 복수(여기서는 143)의 입력용 범프(33)가 거의 일렬로 정렬되어 마련되고, 다른 쪽에는, 복수(여기서는

n+m)의 출력용 범프(34)가 거의 일렬로 정렬되어 마련된다. 입력용 범프(33)의 크기는 약 70㎛×70㎛이며, 도 4 내지 도

6에 나타내는 x 좌표값은 입력용 범프(33)의 중심 좌표의 x 좌표값이다. 각 입력용 범프(33)는 액정 패널(4)에 마련되어

있는 입력 단자(41)(도 3에 있어서의 단자 No.1∼단자 No.143에 상당)와 ACF를 통해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각 출력용 범

프(34)는 액정 패널(4)에 마련되어 있는 세그먼트 전극용 출력 단자(25)(도 3에 나타내는 SEG1∼SEGn에 상당) 또는 커

먼 전극용 출력 단자(24)(도 3에 나타내는 COM1∼COMm에 상당)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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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내지 도 6에서, 단자 No.1∼3의 OS check는 입력측 오픈 체크 단자이다. 단자 No.4∼14의 DUMMY는 더미 패드이

다. 단자 No.15의 VSSO는 단자 처리용 VSS 레벨 출력 단자이다. 단자 No.16∼19의 TEST는 TEST용 입력 단자이다. 단

자 No.20∼26의 TEST O는 TEST용 출력 단자이다. 단자 No.27, 28의 VL OUT는 전원 공급 단자로서의 액정 구동 전압

출력 단자(커먼 전극 온 레벨)이며, aimR의 값은 10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29, 30의 VL IN은 전원 공급 단자로서의 액

정 구동 전압 입력 단자(커먼 전극 온 레벨)이며, aimR의 값은 10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29, 30은 단자 No.27, 28과 쇼

트되어 있다. 단자 No.31, 32의 VLCHP IN은 전원 공급 제어 단자로서의 승압 전압 1입력 단자이며, aimR의 값은 10Ω으

로 되어있다. 단자 No.33, 34의 VLCHP OUT는 전원 공급 제어 단자로서의 승압 전압 1출력 단자이며, aimR의 값은 10Ω

으로 되어있다. 단자 No.33, 34는 단자 No.31, 32와 쇼트되어 있다. 단자 No.35∼40의 C6P∼C4P는 승압 용량 접속 단자

이다. 단자 No.41의 DUMMY는 더미 패드이다. 단자 No.42, 43의 C3P는 승압 용량 접속 단자이다. 단자 No.44의

DUMMY는 더미 패드이다. 단자 No.45∼48의 C2P, C1P는 승압 용량 접속 단자이다. 단자 No.49∼60의 C1N∼C6N은

승압 용량 접속 단자이다. 단자 No.61의 DUMMY는 더미 패드이다. 단자 No.62, 63의 VH IN은 전원 공급 단자로서의 액

정 구동 전압 입력 단자(커먼 전극 온 레벨)이며, aimR의 값은 1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64, 65의 VH OUT는 전원 공

급 단자로서의 액정 구동 전압 출력 단자(커먼 전극 온 레벨)이며, aimR의 값은 1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64, 65는 단자

No.62, 63과 쇼트되어 있다. 단자 No.66∼69의 DUMMY는 더미 패드이다. 단자 No.70, 71의 CN은 승압 용량 접속 단자

이다. 단자 No.72, 73의 DUMMY는 더미 패드이다. 단자 No.74, 75의 CP는 승압 용량 접속 단자이다. 단자 No.76, 77의

VDDHX2 IN은 전원 공급 제어 단자로서의 승압 전압 2입력 단자이며, aimR의 값은 10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78, 79의

VDDHX2 OUT는 전원 공급 제어 단자로서의 승압 전압 2출력 단자이며, aimR의 값은 10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76,

77은 단자 No.78, 79와 쇼트되어 있다. 단자 No.80, 81의 C0P는 15Ω이다. 단자 No.82, 83의 C0N은 15Ω이다. 단자

No.84, 85의 VDDH는 전원 공급 단자로서의 아날로그계 전원 단자이며, aimR의 값은 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86, 87

의 VDDH2는 전원 공급 단자로서의 승압용 전원 단자이며, aimR의 값은 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88∼90의 GNDH3은

접지 단자로서의 승압용 접지 단자이며, aimR의 값은 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91∼93의 GNDH2는 접지 단자로서의

아날로그계 접지 단자이며, aimR의 값은 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94∼96의 GNDL은 접지 단자로서의 MPU 인터페이

스, 내부 논리계 접지 단자이며, aimR의 값은 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97∼99의 VDD는 전원 공급 단자로서의 MPU 인

터페이스, 내부 논리계 전원 단자이며, aimR의 값은 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100, 101의 VDCT는 극성 반전용 기준 전

압 출력 단자이다. 단자 No.102, 103의 VD OUT는 전원 공급 단자로서의 액정 구동 전압 출력 단자(커먼 전극 오프 레벨,

세그먼트 전극 온 레벨)이며, aimR의 값은 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104, 105의 VD IN은 전원 공급 단자로서의 액정 구

동 전압 입력 단자(커먼 전극 오프 레벨, 세그먼트 전극 온 레벨)이며, aimR의 값은 10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102, 103

은 단자 No.104, 105와 쇼트되어 있다. 단자 No.106의 A0은 커맨드/데이터 식별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107의 XRD는

반전 리드 신호이다. 단자 No.108의 XWR은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109의 XCS는 MPU 인터페이스 칩 셀렉트 단자이다.

단자 No.110의 XRES는 리셋 입력 단자이다. 단자 No.111~118의 D0∼D1은 MPU 인터페이스 데이터 단자이다. 단자

No.119의 BCK는 EEPROM I/F 클럭 단자이다. 단자 No.120의 BDATA는 EEPROM I/F 데이터 단자이다. 단자 No.121

의 BRST는 EEPROM I/F 칩 셀렉트 단자이다. 단자 No.122의 VSSO는 전원 공급 단자로서의 단자 처리용 VSS 레벨 출

력 단자이며, aimR의 값은 1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123의 OSC1은 외부 클럭 입력 단자이다. 단자 No.124의 VDDO

는 전원 공급 단자로서의 단자 처리용 VDD 레벨 출력 단자이며, aimR의 값은 1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125의 OSSEL

은 표시용 내장 OSC 클럭과 외부 입력 클럭을 전환하는 단자이다. 단자 No.126의 VSSO는 전원 공급 단자로서의 단자 처

리용 VSS 레벨 출력 단자이며, aimR의 값은 1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127의 INISEL은 EEPROM의 접속 유무를 설정

하는 단자이다. 단자 No.128의 VDDO는 전원 공급 단자로서의 단자 처리용 VDD 레벨 출력 단자이며, aimR의 값은 15Ω

으로 되어있다. 단자 No.129의 RESSEL은 리셋 해제 후의 자동 표시 오프 시퀀스 동작의 유무를 설정하는 단자이다. 단자

No.130의 VSSO는 전원 공급 단자로서의 단자 처리용 VSS 레벨 출력 단자이며, aimR의 값은 1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131의 PSB는 인터페이스 모드 전환 단자이다. 단자 No.132의 VDDO는 전원 공급 단자로서의 단자 처리용 VDD 레벨

출력 단자이며, aimR의 값은 1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133의 C86은 인터페이스 전환 단자이다. 단자 No.134의 VSSO

는 전원 공급 단자로서의 단자 처리용 VSS 레벨 출력 단자이며, aimR의 값은 1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135, 136의

TEST는 테스트용 입력 단자이다. 단자 No.137의 TE는 tearning effect 출력 단자이다. 단자 No.138의 CR2는 저주파수

용 발신 회로용 저항 접속용 입력 단자이다. 단자 No.139의 CR1은 저주파수용 발신 회로용 저항 접속 출력 단자이다. 단

자 No.140의 OSCVDD는 전원 공급 단자로서의 발신 회로용 전원 단자이며, aimR의 값은 1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141∼143의 OS check는 출력측 오픈/쇼트 체크 단자이다. 상세에 대해서는 후술하지만,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이러

한 aimR 값이 낮은, 전원 공급 단자, 전원 공급 제어 단자 및 접지 단자 중 적어도 하나를 구동용 IC(3)의 길이 방향에 있어

서의 거의 중앙부에 배치하고 있다. 즉, 구동용 IC(3)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입력용 범프(33)와 접속하는 단자는 다른

단자보다 입력용 범프(33)와의 접속 저항의 허용값이 상대적으로 작다. 목표 저항이 5∼15Ω의 단자는 중앙부에 배치하려

는 단자이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5∼10Ω의 단자를 중앙부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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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회로(100)는 승압 회로와 전위 조정 회로를 갖고 있고, 액정 표시에 필요한 구동 전압을 생성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

서는, 승압 회로로서 차지 펌프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전위 조정 회로는 연산 증폭기와 전압 조정용 저항을 갖고 있

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구동용 IC(3)의 길이 방향(x 방향)으로 나란히 정렬되는 입력용 범프(33) 중 거의 중

앙부(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단자 No.49∼단자 No.105의 부분에 거의 상당함)에 위치하는 입력용 범프(33)와 접속하는

단자로서, 낮은 접속 저항값 aimR이 요구되는 전원 공급 단자, 전원 공급 제어 단자 및 접지 단자를 마련하는 것에 의해, 예

컨대 경시 변화에 의해 입력용 범프(33)와 입력 단자(41) 사이의 ACF가 느슨해지더라도, 구동용 IC(3)의 중앙부에서의 입

력용 범프(33)와 입력 단자(41) 사이의 접속 저항은 높게 되지 않아, 항상 안정한 동작 특성의 액정 장치(1)를 얻을 수 있

다. 즉, 제 1 유리 기판(20)과 구동용 IC(3)의 열팽창 계수가 다른 것에 의해, 구동용 IC 실장의 열 압착 공정 시에, 도 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구동용 IC(3)가 휜 형상으로 비뚤어져 압착된다. 이 때문에, 시간의 경과와 함께 구동용 IC(3)의 길이

방향(x 방향)에 있어서의 외측부(3c)의 ACF(43)가 느슨해져, 구동용 IC(3)의 외측부(3c)에서의 입력 범프(33)와 입력 단

자(41)의 접속 저항이 높아진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경시 변화에 의한 ACF(43)의 느슨함에 의해 접속 저항이

높게 되기 쉬운 구동용 IC(3)의 외측부(3c)에서의 입력용 범프(41)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입력 단자(41)로서, aimR의 값

이 50Ω과 같은 높은 단자를 배치하고, 구동용 IC(3)의 중앙부(3b)에서의 입력용 범프(41)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입력 단

자(41)로서, aimR의 값이 5Ω과 같은 낮은 단자를 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컨대, 경시 변화에 의해 ACF(43)가 느슨해

져, 구동용 IC(3)의 외측부(3b)에서의 입력용 범프(33)와 이것에 대응하는 입력 단자(41)의 접속 저항이 높아져도, 접속

저항의 허용 최대값이 원래 높은 입력 단자(41)를 외측부(3b)에 배치하고 있으므로, 액정 장치의 표시 특성이 열화하는 일

은 없다. 또한, 구동용 IC(3)의 중앙부(3b)에서는, 경시 변화에 의해 ACF(43)가 느슨해지는, 구동용 IC(3)의 중앙부(3b)의

입력용 범프(33)와 이것에 대응하는 입력 단자(41)의 접속 저항이 변화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접속 저항의 변화가 적

은 구동용 IC(3)의 중앙부(3b)에 대응하는 영역에, 접속 저항의 허용 최대값이 낮은 전원 공급 단자, 전원 공급 제어 단자

및 접지 단자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마련하는 것에 의해, 경시 변화에 의한 액정 장치의 표시 특성의 열화를 억제할 수 있

다.

(실시예 2)

상술한 실시예 1에서는, 승압 회로로서 차지 펌프 방식을 이용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승압 회로

로서 초퍼 방식을 이용한 경우의 반도체 장치로서의 구동용 IC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실시예 1에 있어서의 구동용 IC

(3)는 전원 회로, 커먼 전극용 드라이버, 세그먼트 전극용 드라이버를 갖고 있었지만,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구동용 IC

(103)는 전원 회로, 커먼 전극용 드라이버를 갖고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구동용 IC(103)에 대하여 도 8, 9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8은 구동용 IC(103)의 각 범프와, 이것에 접속하는 단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략 모식도이다. 도 9는 구동용 IC(103)의

각 입력용 범프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입력 단자의 단자 명칭, 입력용 범프와 입력 단자의 접속에 요구되는 허용 접속 저

항값을 나타낸다. 도 9에 있어서, aimR은 입력용 범프와 입력 단자의 목표 접속 저항값이며, 이 수치 이하의 접속 저항으로

되도록 구동용 IC(103)를 마련하는 것이 액정 장치의 동작 특성상 요망된다. aimR은 접속 저항의 허용 최대값이라 할 수

있다.

도 8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구동용 IC(103)의 범프면(103a)의 한쪽에는, 복수(여기서는 98)의 입력용 범프(133)가 거의

일렬로 정렬되어 마련되고, 다른 쪽에는, 복수(여기서는 m)의 출력용 범프(134)가 거의 일렬로 정렬되어 마련된다. 각 입

력용 범프(133)는 액정 패널에 마련되어 있는 입력 단자(도 8에 있어서의 단자 No.1∼단자 No.98에 상당)와 ACF를 통해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각 출력용 범프(134)는 액정 패널에 마련되어 있는 커먼 전극용 출력 단자(도 8에 나타내는

COM1∼COMm에 상당)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도 9에 있어서, 단자 No.1, 2의 DUMMY는 더미 패드이다. 단자 No.3의 POS는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4의 XRES는 신

호 단자이다. 단자 No.5의 FR은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6의 DY0은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7의 DY2는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8의 YSCL은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9의 XINH는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10의 NOSEL은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11의 SHF는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12의 ALT는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13의 XSET는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14

의 OSC CLK IN은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15∼17의 D GND는 접지 단자로서의 디지털 신호계의 그라운드이다. 단자

No.18∼20의 AGND는 접지 단자로서의 아날로그 신호계의 그라운드이며, aimR은 5Ω으로 되어 있다. 단자 No.21∼23의

VINY는 전원 단자로서의 입력 전원 단자이며, aimR은 1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24∼26의 VDY는 커먼 전극용 드라이

버의 VD 입력 단자이며, aimR은 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27∼29의 CVHD는 커먼 전극 드라이버부 차지 펌프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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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VD) 출력 단자이다. 단자 No.30∼32의 VHY는 전원 단자로서의 커먼 전극 드라이버의 VH 입력 단자이며, aimR은

1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33∼35의 CVH는 커먼 전극 드라이버부의 C/P 회로의 (VH-VD)계 전압용 플라잉·커패시터

접속 단자이다. 단자 No.36∼38의 CVD는 커먼 전극 드라이버부 C/P 회로의 (Vh-VD), (VL+VD)계 플라잉·커패시터 접

속 단자이다. 단자 No.39∼41의 CVL은 커먼 전극 드라이버부 C/P 회로의 (VL+VD)계 전압용 플라잉·커패시터 접속 단

자이다. 단자 No.42∼44의 CVLD는 커먼 전극 드라이버부 차지 펌프 전압 (VL+VD) 출력 단자이다. 단자 No.45∼47의

VLY는 전원 단자로서의 커먼 전극 드라이버의 VL 입력 단자이며, aimR은 1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48∼50의 VL은

VL 출력 및 전압 검지 단자이다. 단자 No.51∼53의 CFN은 VL계 차지 펌프용 커패시터 접속 단자이다. 단자 No.54∼56

의 CFP는 VL계 차지 펌프용 커패시터 접속 단자이다. 단자 No.57∼59의 VH는 VH 출력 및 전압 검지 단자이다. 단자

No.60∼62의 PGND는 접지 단자로서의 파워 접지 단자이다. 단자 No.63∼65의 LX는 VD/VH계 인덕터 접속 단자이다.

단자 No.66의 TEST는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67∼69의 VIN은 입력 전원 단자이며, aimR은 5Ω으로 되어있다. 단자

No.70∼72의 VD는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73∼75의 AGND는 접지 단자로서의 아날로그 접지 단자이며, aimR은 5Ω으

로 되어있다. 단자 No.76∼78의 VINCAP는 VIN 필터용 커패시터 접속 단자이다. 단자 No.79의 TS는 신호 단자이다. 단

자 No.80의 XPOFF는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81의 SCPEN은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82의 WRTROM은 신호 단자이

다. 단자 No.83의 RWEN은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84의 OSC CLK OUT은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85∼87의 VROM은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88∼90의 DGND는 디지털 신호계의 그라운드이다. 단자 No.91의 BCK는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92의 BDATA는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93의 BLH는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94의 BRST는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95의 TODIG는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96의 TOANA는 신호 단자이다. 단자 No.97, 98의 DUMMY는 더미 패드이

다. 5∼15Ω의 단자가 중앙부에 배치하고자 하는 단자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구동용 IC(103)의 길이 방향(x 방향)에 나란히 정렬되는 입력용 범프(133) 중 거의 중앙부(본 실시

예에 있어서는, 단자 No.30∼단자 No.70의 부분에 거의 상당함)에 위치하는 입력용 범프(133)와 접속하는 단자로서, 낮

은 접속 저항값 aimR이 요구되는 전원 공급 단자, 전원 공급 제어 단자 및 접지 단자를 마련함으로써, 예컨대 경시 변화에

의해 입력용 범프(133)와 입력 단자 사이의 ACF가 느슨해지더라도, 구동용 IC(103)의 중앙부에서의 입력용 범프(133)와

입력 단자 사이의 접속 저항은 높게 되지 않고, 안정한 동작 특성의 액정 장치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3)

다음에 구동용 IC의 변형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0은 실시예 3에 따른 구동용 IC의 범프에 접속하는 단자의 설명도이

다.

본 실시예는 구동용 IC의 복수의 입력용 범프는 입력용 범프와 입력용 단자의 접속 저항의 허용 최대값이 x 방향에서 외측

으로부터 내측을 향하여 낮게 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자 No.1의 XRES의 aimR은 25Ω, 단자 No.2의 XRD

의 aimR은 25Ω, 단자 No.3의 BRST의 aimR은 20Ω, 단자 No.4의 BDATA의 aimR은 20Ω, 단자 No.5의 BCK의 aimR은

20Ω이며, 단자 No.6의 A0의 aimR은 20Ω, 단자 No.7의 VDCT의 aimR은 15Ω, 단자 No.8의 CP의 aimR은 15Ω, 단자

No.9의 CN의 aimR은 15Ω, 단자 No.10의 VH_IN의 aimR은 15Ω, 단자 No.11의 VH_OUT의 aimR은 15Ω, 단자 No.12의

C6N의 aimR은 15Ω, 단자 No.13의 C5N의 aimR은 15Ω, 단자 No.14의 C4N의 aimR은 15Ω, 단자 No.15의 C3N의 aimR

은 15Ω, 단자 No.16의 C2N의 aimR은 15Ω, 단자 No.17의 C1N의 aimR은 15Ω, 단자 No.18의 C1P의 aimR은 15Ω, 단자

No.19의 C2P의 aimR은 15Ω, 단자 No.20의 C3P의 aimR은 15Ω, 단자 No.21의 C4P의 aimR은 15Ω, 단자 No.22의 C5P

의 aimR은 15Ω, 단자 No.23의 C6P의 aimR은 15Ω, 단자 No.24의 VL_OUT의 aimR은 15Ω, 단자 No.25의 VL_IN의

aimR은 15Ω, 단자 No.26의 C0P의 aimR은 15Ω, 단자 No.27의 C1N의 aimR은 15Ω, 단자 No.28의 VD_IN의 aimR은

10Ω, 단자 No.29의 GNDL의 aimR은 5Ω, 단자 No.30의 GNDH의 aimR은 5Ω, 단자 No.31의 VD_OUT의 aimR은 10Ω, 단

자 No.32의 VDD의 aimR은 10Ω, 단자 No.33의 VDDHX2_OUT의 aimR은 15Ω, 단자 No.34의 VDDHX2_IN의 aimR은

15Ω, 단자 No.35의 VDDHX2_IN의 aimR은 15Ω, 단자 No.36의 LV_IN의 aimR은 15Ω, 단자 No.37의 VH_IN의 aimR은

15Ω, 단자 No.38의 VD_IN의 aimR은 15Ω, 단자 No.39의 GNDH의 aimR은 15Ω, 단자 No.40의 GNDL의 aimR은 15Ω, 단

자 No.41의 VDD의 aimR은 15Ω, 단자 No.42의 GNDH2의 aimR은 15Ω, 단자 No.43의 GNDH3의 aimR은 15Ω, 단자

No.44의 D7의 aimR은 20Ω, 단자 No.45의 D6의 aimR은 20Ω, 단자 No.46의 D5의 aimR은 20Ω, 단자 No.47의 D4의

aimR은 20Ω, 단자 No.48의 D3의 aimR은 20Ω, 단자 No.49의 D2의 aimR은 20Ω, 단자 No.50의 D1의 aimR은 20Ω, 단자

No.51의 D0의 aimR은 20Ω, 단자 No.52의 XWR의 aimR은 25Ω, 단자 No.53의 XCS의 aimR은 25Ω으로 설정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구동용 IC의 길이 방향(x 방향)으로 나란히 정렬되는 입력용 범프 중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입력

용 범프와 접속하는 단자로서, 낮은 접속 저항값 aimR이 요구되는 전원 공급 단자, 전원 공급 제어 단자 및 접지 단자를 마

련하는 것에 의해, 예컨대 경시 변화에 의해 입력용 범프와 단자 사이의 ACF가 느슨해지더라도, 구동용 IC의 중앙부에서

의 입력용 범프와 단자 사이의 접속 저항은 높게 되지 않아, 안정한 동작 특성의 액정 장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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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다음에, 상술한 액정 장치(1)를 구비한 전자기기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1은 본 실시예에 따른 전자기기의 표시 제어계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 구성도이다.

전자기기(300)는 표시 제어계로서, 예컨대, 도 1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액정 패널(4) 및 표시 제어 회로(390) 등을 구비

하고, 그 표시 제어 회로(390)는 표시 정보 출력원(391), 표시 정보 처리 회로(392), 전원 회로(393) 및 타이밍 생성기

(394) 등을 갖는다.

또한, 액정 패널(10) 상은 그 표시 영역 G를 구동하는 구동 회로(361)를 갖는다. 구동 회로(361)는 상술한 액정 장치(1)의

구동용 IC(3, 103)에 상당한다.

표시 정보 출력원(391)은 ROM(Read Only Memory)이나 RAM(Random Access Memory) 등으로 이루어지는 메모리와,

자기 기록 디스크나 광 기록 디스크 등으로 이루어지는 스토리지 유닛과, 디지털 화상 신호를 동조 출력하는 동조 회로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표시 정보 출력원(391)은 타이밍 생성기(394)에 의해 생성된 각종 클럭 신호에 근거하여, 소정 포맷

의 화상 신호 등의 형태로 표시 정보를 표시 정보 처리 회로(392)에 공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표시 정보 처리 회로(392)는 시리얼-패러랠 변환 회로, 증폭·반전 회로, 로테이션 회로, 감마 보정 회로, 클램프 회로

등의 주지의 각종 회로를 구비하고, 입력한 표시 정보의 처리를 실행하여, 그 화상 정보를 클럭 신호 CLK와 함께 구동 회

로(361)로 공급한다. 구동 회로(361)는 주사선 구동 회로, 데이터선 구동 회로 및 검사 회로를 포함한다. 또한, 전원 회로

(393)는 상술한 각 구성 요소에 각기 소정 전압을 공급한다.

이러한 전자기기(300)는 구동용 IC(3, 103)의 입력용 범프와 입력 단자의 접속 저항의 경시 변화에 의한 표시 특성의 열화

가 없기 때문에, 안정한 표시 특성을 갖는다.

구체적인 전자기기로는, 휴대 전화기나 퍼스널 컴퓨터 등의 외에 액정 장치가 탑재된 터치 패널, 프로젝터, 액정 텔레비전

이나 뷰파인더형, 모니터 직시형의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카 네비게이션, 호출기, 전자 수첩, 전자 계산기, 워드 프로세서,

워크 스테이션, 화상 전화, POS 단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각종 전자기기의 표시부로서, 상술한 예컨대 액정 장치

(1)가 적용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또, 본 발명의 전기 광학 장치 및 전자기기는 상술한 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

서 여러 가지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예컨대, 상술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TFD 소자를 이용한 액정 장치를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TFT 소자를 이용한 액정 장

치나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전기 광학 장치로서 액정 장치를 예로

들었지만, COG 방식을 채용하는 유기 전계 발광 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상기한 구성에 의하면, 반도체 장치의 범프와 단자의 접속 저항의 경시 변화가 있더라도, 표시 특성의 열화가 적

극 억제된 전기 광학 장치 및 전자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기 광학 장치로서,

기판을 갖는 전기 광학 패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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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판상에 제 1 방향을 따라 배치된 복수의 입력 단자와,

각 상기 입력 단자와 도전성 유기 부재를 거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복수의 입력용 범프가 배치된 반도체 장치

를 구비하되,

상기 제 1 방향에서의 상기 반도체 장치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상기 입력용 범프와 접속하는 상기 입력 단자는 다른

입력 단자보다 상기 입력용 범프와의 접속 저항의 허용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방향에서의 상기 반도체 장치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상기 입력용 범프와 접속하는 상기 입력 단자는 전원

공급 단자, 전원 공급 제어 단자 및 접지 단자 중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장치와 상기 기판은 열팽창 계수가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입력용 범프는, 해당 입력용 범프와 상기 입력용 단자의 접속 저항의 허용 최대값이 상기 제 1 방향에서 외측

으로부터 내측으로 향하여 낮아지도록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장치.

청구항 5.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기재된 전기 광학 장치를 구비한 전자기기.

도면

공개특허 10-2006-0051719

- 10 -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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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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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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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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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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