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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프레임 협소화에 적합한 전기광학 장치를 제공함을 과제로 한다.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 전원선(103R, 103G, 및 103B) 중 적어도 1개의 전원선의 적어도 일부를 제

1 배선층(135)에 마련된 도전막과 제2 배선층(136)에 마련된 도전막으로 구성함으로써, 전원선의 선폭을 좁게 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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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기판 위의 표시 유효 영역에 마련된 복수의 주사선과, 상기 주사선과 직교하는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데이터선과 병렬

로 연장된 복수의 접속용 배선과, 상기 주사선과 상기 데이터선의 교차부에 대응한 위치에서 제1 전극과 제2 전극 사이에

끼워진 기능층을 갖는 발광 소자를 구비한 복수의 화소를 구비하는 발광 장치에 있어서,

상기 표시 유효 영역의 외측에 마련된 복수의 발광색에 대응한 복수의 발광용 전원선과,

상기 복수의 발광용 전원선 중 어느 하나와 상기 제1 전극을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으로부터 상기

유효 영역 내로 향하여 뻗는 도전막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접속용 배선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전원선은 상기 기판 상에 마련된 제1 배선층 내 및 상기 제1 배선층과 층간 절연막에 의해서 격리된 제2 배선

층 내에 마련되고,

상기 제1 배선층 내에 마련된 제1 전원선 및 상기 제1 전원선으로부터 뻗는 제1 접속용 배선은 상기 기판의 표시 유효 영

역 외측에서 상기 제1 배선층의 도전막으로부터 상기 제2 배선층의 도전막에 접속되며,

상기 제1 접속용 배선 및 그 이외의 다른 접속용 배선 모두는 상기 기판의 표시 유효 영역 내에서는 상기 제2 배선층의 도

전막을 이용하여 형성되며,

상기 기판의 표시 유효 영역의 내측에 마련된 상기 복수의 접속용 배선의 선폭은 상기 표시 유효 영역의 외측에 마련된 상

기 복수의 접속용 배선의 선폭보다도 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전원선 중 상기 제1 전원선과는 다른 제2 전원선은 상기 제1 배선층에 마련된 도전막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 전원선에 접속되는 제2 접속용 배선은 상기 제2 배선층에 마련된 도전막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 전원선 상에

있는 상기 층간 절연막에 마련된 컨택트부를 통하여 상기 제2 전원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

광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용 배선의 선폭은 상기 접속용 배선이 접속하는 상기 전원선의 선폭보다 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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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화소 각각은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접속용 배선 사이에 마련된 트랜지스터를 갖고 있고,

상기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은 상기 제1 배선층에 마련된 도전막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트랜지스터의 소스 또는 드레인 전극은 상기 제2 배선층에 마련된 도전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층은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센스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전원선은 상기 유효 영역과 상기 기판의 외주(外周)를 이루는 1변 사이에 마련되고, 또한 상기 기판의 외주를

이루는 1변을 따라 마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기재된 발광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기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기광학 장치 및 전자 기기에 관한 것이다.

근년, 화소 전극이 형성된 기판과 공통전극의 사이에, 유기 발광재료를 사용한 발광 소자를 구비한 유기 EL(일렉트로루미

네센스) 표시 장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예를 들면, 일본 특개평5-3080호 공보 참조).

유기 EL 표시장치에서는, 발광소자에 전류가 공급됨으로써 발광 소자는 발광한다. 그 때, 발광 소자의 휘도는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전류의 전류량에 의해 결정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이, 발광소자의 휘도는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전류의 전류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전류량이 소망하는 값으로

되도록,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분한 전류량을 확보하도록 하면,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배선의 폭이 증대하여, 프레임 영역이 커지게 되어, 각종

전자 기기에 탑재할 때에 지장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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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충분한 전류량을 확보하고, 또한, 전원 전압의 변동에 의한 발광소자

의 휘도의 변동을 억제함이 제1 목적이다. 또한, 상기의 요청을 만족하는 동시에, 프레임 협소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발

광 장치 및 전자 기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이하의 구성을 채용하고 있다.

본 발명의 제1 전기광학 장치는, 복수의 발광용 전원 배선이 기판 상의 제1 층에 배치되고, 발광용 전원 배선을 대응하는

전극에 접속시키는 복수의 접속용 배선이 제1 층과 전기적으로 절연된 제2 층에 배치된 전기광학 장치로서, 복수의 발광

용 전원 배선 중, 최외측에 위치하는 발광용 전원 배선을 제1 층 및 제2 층의 쌍방에 마련함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최외측에 위치하는 발광용 전원 배선은, 평면적으로는 접속용 배선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제2 층에도 마련할 수 있다. 이

것에 의해, 본 발명에서는, 제1 층 및 제2 층에 마련된 발광용 전원 배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면, 한 층에만 마련한 경우에

비해 각 층에서의 발광용 전원 배선의 폭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발광용 전원 배선의 폭이 감소한 만

큼, 패널의 프레임을 작게 할 수 있게 된다.

상기의 전기광학 장치에서, 복수의 발광용 전원 배선 중, 적어도, 최내측에 위치하는 발광용 전원 배선에 접속되는 접속용

배선을 제1 층에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최내측에 위치하는 발광용 전원 배선에 접속되는 접속용 배선은 이 발광용 전원 배선 이외와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제1

층에 마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발명에서는, 이 접속용 배선의 폭만큼, 제2 층에 마련된 다른 접속용 배선을 굵게 할 수 있어, 접속용 배선의

제조를 용이화할 수 있다. 또한, 최외측 및 내측의 발광용 전원 배선과 접속용 배선의 콘택트가 필요없게 되어, 콘택트 저

항의 의존성을 작게 할 수 있다.

전극상에는, 정공 주입/수송층과, 그 정공주입/수송층에 인접하여 형성시킨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센스 재료로 되는 발광층

이 마련되는 구성을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발광용 전원 배선 및 접속용 배선을 거쳐서 전극에 구동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발광하는, 소형으로

콘택트 저항 의존성이 작은 패널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전기광학 장치는, 제1 전극이 기판상에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제1 전극 영역의 주위에, 상기 제1 전극에

접속되는 발광용 전원 배선과, 상기 제1 전극의 사이에 기능층을 끼운 제2 전극에 접속되는 제2 전극용 배선이 배치된 전

기광학 장치로서, 상기 발광용 전원 배선과 상기 제2 전극용 배선은 평면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일부가 서로 중첩하여 배

치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기광학 장치에서, 상기 발광용 전원 배선과 상기 제2 전극용 배선의 사이에는, 층간 절연층이 배치됨이 바람직하

다. 이것에 의해 상기 전기광학 장치에서, 발광용 전원 배선과 제2 전극용 배선이 평면으로 보아 중첩할 만큼, 이들 배선에

의한 점유 면적을 저감할 수 있어, 패널의 프레임을 좁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발광용 전원 배선과 제2 전극용 배선의 적

어도 일부가 겹침으로써 정전 용량이 형성되게 되어, 구동 전류의 전위 변동을 보다 작게 하여 화상 표시를 안정하게 행할

수 있다.

상기 전기광학 장치에서, 발광용 전원 배선과 제2 전극용 배선의 사이에 층간 절연층을 배치함이 바람직하다. 이것에 의

해, 발광용 전원 배선과, 제2 전극용 배선을 절연할 수 있다.

상기 전기광학 장치에서, 발광용 전원 배선과 제2 전극용 배선 중 어느 한 쪽을 다른 쪽이 점유하는 영역내에 배치하는 구

성도 채용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본 발명에서는 발광용 전원 배선과 제2 전극용 배선 중 어느 한 쪽을 배치하는 영역을, 평면으로 보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되어, 프레임협소화에 한층더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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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층으로는, 정공 주입/수송층과, 그 정공주입/수송층에 인접하여 형성된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센스 재료로 되는 발광층

이 마련된 구성을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발광용 전원 배선을 거쳐서 제1 전극에 구동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발광하는, 소형의 패널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 전기광학 장치는, 기판상의 유효 영역에 마련된, 제1 전극과 제2 전극의 사이에 끼인 기능층을 갖는 전기광

학 소자를 구비한 복수의 화소와,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서 상기 제2 전극에 접속된 전극용 배선과, 상기 제1 전극에 능

동 소자를 거쳐서 접속되고, 적어도 상기 유효 영역에 마련된 접속용 배선과, 상기 접속용 배선과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

서 접속된 전원선을 포함하고, 상기 전원선의 적어도 일부는 층간 절연막에 의해 격리된 복수의 도전막과 상기 복수의 도

전막을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도전재료로 형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4 전기광학 장치는 기판상의 유효 영역에 마련된, 제1 전극과 제2 전극의 사이에 끼인 기능층을 갖는 전기광

학 소자를 구비한 복수의 화소와,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서 상기 제2 전극에 접속된 전극용 배선과, 상기 제1 전극에 능

동 소자를 거쳐서 접속되고, 적어도 상기 유효 영역에 마련된 접속용 배선과, 상기 접속용 배선과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

서 접속된 전원선을 포함하고, 상기 전원선은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 복수개 마련되어 있고, 상기 전원선 중, 상기 유효

영역에서 가장 먼 위치에 마련된 전원선의 적어도 일부는 층간 절연막에 의해 격리된 복수의 도전막과 상기 복수의 도전막

을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도전재료에 의해 형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전기광학 장치와 같이 전원선을 다층화함에 의해, 1층 당의 선폭을, 전원선을 하나의 배선층만으로 구성했을 때에

비해,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충분한 전류량을 확보하면서, 프레임 협소화가 가능해진다.

본 발명의 제5 전기광학 장치는, 기판 상의 유효 영역에 마련된, 제1 전극과 제2 전극의 사이에 끼인 기능층을 갖는 전기광

학 소자를 구비한 복수의 화소와,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서 상기 제2 전극에 접속된 전극용 배선과, 상기 제1 전극에 능

동 소자를 거쳐서 접속되고, 적어도 상기 유효 영역에 마련된 접속용 배선과, 상기 접속용 배선과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

서 접속된 전원선을 포함하고, 상기 전원선은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 복수개 마련되어 있고, 상기 전원선 중, 상기 유효

영역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마련된 전원선은 하나의 배선층에만 마련된 도전막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6 전기광학 장치는 기판 상의 유효 영역에 마련된, 제1 전극과 제2 전극의 사이에 끼인 기능층을 갖는 전기광

학 소자를 구비한 복수의 화소와,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서 상기 제2 전극에 접속된 전극용 배선과, 상기 제1 전극에 능

동소자를 거쳐서 접속되고, 적어도 상기 유효 영역에 마련된 접속용 배선과, 상기 접속용 배선과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

서 접속된 전원선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전극과, 상기 유효 영역에 마련된 접속용 배선을 거쳐서,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

서 접속된 전원선을 포함하고, 상기 접속용 배선의 선폭은 그 접속용 배선이 접속하는 상기 전원선의 폭과는 다름을 특징

으로 한다.

유효 영역내에서는 화소 피치에 따라서 상기 접속용 배선의 선폭을 좁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한편, 상기 접속용

배선을 거쳐서 화소에 공급되는 전류량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기의 전기광학 장치에서는 상기 전원선의

선폭을 상기 접속용 배선의 선폭보다 크게 함으로써, 화소 피치에 대응하고, 또한, 전류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제7 전기광학 장치는 기판 상의 유효 영역에 마련된, 제1 전극과 제2 전극의 사이에 끼인 기능층을 갖는 전기광

학 소자를 구비한 복수의 화소와,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서 상기 제2 전극에 접속된 전극용 배선과, 상기 제1 전극에 능

동 소자를 거쳐서 접속되고, 적어도 상기 유효 영역에 마련된 접속용 배선과, 상기 접속용 배선과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

서 접속된 전원선을 포함하고, 상기 접속용 배선의 제1 부분의 선폭과 제2 부분의 선폭은 서로 다름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기광학 장치에서, 상기 제1 부분은, 예를 들면, 상기 접속용 배선 중, 상기 접속용 배선이 상기 전원선과 접속하는

콘택트부 근방이며, 상기 제2 부분은, 예를 들면, 상기 제1 부분보다 상기 유효 영역에 가깝거나, 또는 상기 유효 영역에 있

는 부분이다. 이 경우, 상기 제1 부분의 선폭은 상기 제2 부분의 선폭보다 큼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상기 접속용 배선과

같은 동일 배선에 선폭이 서로 다른 부분을 마련함으로써, 콘택트부 등에서의 선폭이나 재료의 차이 등에서 유래하는 전압

강하나 저항 증가 등에 의한 공급 전류량의 변동이나 불안정화를 완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8 전기광학 장치는 기판상의 유효 영역에 마련된, 제1 전극과 제2 전극의 사이에 끼인 기능층을 갖는 전기광

학 소자를 구비한 복수의 화소와,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서 상기 제2 전극에 접속된 전극용 배선과, 상기 제1 전극에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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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소자를 거쳐서 접속되고, 적어도 상기 유효 영역에 마련된 접속용 배선과, 상기 접속용 배선과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

서 접속된 전원선을 포함하고, 상기 접속용 배선은 복수개 마련되어 있고, 상기 복수의 접속용 배선 중, 적어도 1개는 다른

복수의 배선층의 각각에 마련된 도전막 및 상기 도적막을 서로 접속하는 도전 재료로 구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유효 영역상에는 상기 접속용 배선은 기본적으로 전부 동일층에 마련되어 있음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접속용 배

선의 상기 전원선과의 콘택트부 근방에는 다수의 콘택트부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상기 접속용 배선의 상

기 전원선과의 콘택트부 근방에서는 상기 접속용 배선의 전부를 동일층에 마련함은, 한정된 공간을 유효하게 이용하기에

는 불리하다. 그래서, 상기 전기광학 장치와 같이, 상기 접속용 배선 중 적어도 하나를 다른 배선층을 이용하여 구성함으로

써, 상술한 2개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9 전기광학 장치는 기판 상의 유효 영역에 마련된, 제1 전극과 제2 전극 사이에 끼인 기능층을 갖는 전기광학

소자를 구비한 복수의 화소와,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서 상기 제2 전극에 접속된 전극용 배선과, 상기 제1 전극에 능동

소자를 거쳐서 접속되고, 적어도 상기 유효 영역에 마련된 접속용 배선과, 상기 접속용 배선과 상기 유효 영역의 외측에서

접속된 전원선을 포함하고, 상기 전극용 배선의 적어도 일부분을 구성하는 제1 도전막과 상기 기판의 사이에는 상기 전원

선의 적어도 일부분을 구성하는 제2의 도전막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1 도전막과 상기 제2 도전막은 층간 절연막에 의해

서로 격리되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1 도전막의 적어도 일부분과 상기 제2 도전막의 적어도 일부분은 겹쳐서 배치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기광학 장치와 같이, 상기 전원선과 상기 전극용 배선을 층간 절연막을 거쳐서 적층함으로써, 프레임 영역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전원선과 상기 전극용 배선의 사이에 용량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전압 변동의 완화라는 효과도

있다.

상기의 전기광학 장치에서, 상기 제2 도전막은 상기 층간 절연막에 마련된 콘택트부를 거쳐서 상기 접속용 배선에 접속시

킴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전기광학 장치에서, 상기 기능층은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센스 재료로 구성해도 좋다.

본 발명의 전자 기기는 상기 전기광학 장치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

[제1 실시형태]

이하, 본 발명의 전기광학 장치 및 전자 기기의 실시형태를 도1 내지 도10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한, 이하에 나타내는 각

도면에서는 각 층이나 각 부재를 도면상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하기 위해, 각 층이나 각 부재마다 축척을 달리

하였다.

도1에 본 발명에 의한 전기광학 장치의 배선 구조의 평면 모식도를 나타낸다.

도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의 표시 장치(전기광학 장치)(1)는, 복수의 주사선(101)과, 주사선(101)에 대하여

교차하는 방향으로 뻗은 복수의 데이터선(102)과, 데이터선(102)에 병렬로 뻗은 복수의 접속용 배선(99)을 각각 배선시킨

구성을 갖는 동시에, 주사선(101) 및 데이터선(102)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화소영역(A)이 마련되어 있다.

데이터선(102)에는 시프트 레지스터, 레벨 시프터, 비디오 라인 및 아날로그 스위치 등을 구비하는 데이터측 구동회로

(104)가 접속되어 있다. 또한, 주사선(101)에는 시프트 레지스터 및 레벨 시프터 등을 구비하는 주사측 구동회로(105)가

접속되어 있다. 또한, 화소 영역(A)의 각각에는 주사선(101)을 거쳐서 주사신호를 게이트 전극에 공급하는 스위칭용 박막

트랜지스터(112)와, 이 스위칭용의 박막 트랜지스터(112)를 거쳐서 데이터선(102)으로부터 공유시키는 화소 신호를 유지

하는 유지용량(cap)과, 그 유지용량(cap)에 의해 유지시킨 화소 신호가 전압으로서 게이트 전극에 공급되는 구동용 박막

트랜지스터(123)와, 이 구동용 박막 트랜지스터(123) 및 접속용 배선(99(99R, 99G, 99B))을 거쳐서 전원선(발광용 전원

배선)(103)에 전기적으로 접속했을 때에 그 전원선(103)으로부터 구동전류가 유입하는 화소 전극(전극)(111)과, 이 화소

전극(111)과 공통전극(음극)(12)의 사이에 끼인 기능층(110)이 마련되어 있다. 화소전극(111)과 공통 전극(12)과 기능층

(110)으로 발광소자가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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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주사선(101)을 구동시켜 스위칭용 박막 트랜지스터(112)가 온으로 되면, 그 때의 데이터선(102)의

전위가 유지용량(cap)으로 유지되고, 그 유지용량(cap)의 상태에 따라서, 구동용 박막 트랜지스터(123)의 도통상태가 결

정된다. 또한, 구동용 박막 트랜지스터(123)의 채널을 거쳐서, 전원선(103)으로부터 접속용 배선(99)과 박막 트랜지스터

(123)를 거쳐서 화소 전극(111)에 전류가 흐르고, 또한 기능층(110)을 거쳐서 공통 전극(12)에 전류가 흐른다. 기능층

(110)은 그것을 흐르는 전류량에 따라서 발광한다.

도2에는 본 실시형태의 전기광학 장치의 평면 모식도를 나타낸다.

기판(2)은 예를 들면 유리 등의 투명 기판이며, 기판(2)의 중앙에 위치하는 표시영역(전극영역)(2a)과, 기판(2)의 주연(周

緣)에 위치하여 유효 영역(2a)의 외측에 배치된 비유효영역(2b)으로 구획되어 있다. 유효 영역(2a)은 매트릭 형상으로 배

치된 발광소자를 구비한 화소(R), 화소(G), 및 화소(B)에 의해 형성되는 영역이며, 표시에 실제로 기여하는 표시 영역이다.

화소(R), 화소(G), 및 화소(B)의 각각은, 적, 녹, 및 청의 화소에 대응한다.

공통전극(12)에 접속되는 공통전극용 배선(12a)은 유효 영역(2a)의 외주(外周)를 구성하는 4변 중 3변을 둘러싸도록 コ자

로 형성되어 있다.

전원선(103)은 유효영역(2a)과 공통 전극용 배선(12a)의 사이에 마련되어 있다. 전원선(103R), 전원선(103G), 및 전원선

(103B)은 각각, 도1에 나타낸 접속용 배선(99R, 99G, 및 99B)을 거쳐서, 화소(R), 화소(G), 및 화소(B)에 전원 전압을 공

급한다.

전원선(103R, 103G, 103B) 중, 유효 영역(2a)에서 가장 먼 위치에 있는 전원선(103B)은 2중 배선 구조를 갖고 있고, 콘

택트 홀(103B3)은 상하 도통을 행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

유효 영역(2a)과 전원선(103) 중 유효 영역(2a)과 가장 근접한 전원선(103R)과 유효 영역(2a)의 사이에는 검사회로(106)

가 마련되어 있다. 이 검사회로(106)는 제조 과정이나 출하 시에, 표시 장치의 품질, 결함 등의 검사를 행하기 위해 사용된

다.

유효 영역(2a)에 대하여 검사회로(106)의 반대측의 기판(2)의 변(邊)측에는, 구동IC(6)를 구비한 플렉시블 기판(5)이 부착

되어 있다. 상술한 공통 전극용 배선(12a) 및 전원선(103)은 함께 배선(5a)을 거쳐서 구동IC(6)에 접속되어 있다.

기판(2)의 플렉시블 기판(5)이 부착된 변측으로부터, 기판(2)의 그 변에 대향하는 방향으로, 유효 영역(2a)과 전원선

(103R)의 사이의 영역, 및 유효 영역(2a)과 전원선(103G)의 사이의 영역에는, 각각 주사선 구동회로(105)가 마련되어 있

다. 주사선 구동회로(105)에 제어신호 및 전원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제어 구동회로용 제어 신호 배선(105a) 및 구동 회로

용 전원 배선(105b)이 주사선 구동회로(105)와 전원선(103R)의 사이의 영역, 및 주사선 구동 회로(105)와 전원선(103G)

의 사이의 영역에 마련되어 있다.

도3에는 도2에서의 A-A' 단면 모식도를 나타낸다. 도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유효 영역(2a)에 대응하여 마련된 발광소자

및 뱅크부로 되는 발광소자부(11)와 기판(2)의 사이에는 능동 소자층(14)이 구비되고, 이 능동 소자층(14)에 상술한 주사

선, 데이터선, 유지용량, 스위칭용 박막 트랜지스터(112), 구동용 박막 트랜지스터(123) 등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능동 소자층(14)의 비유효 영역(2b)에 대응하여, 상술한 전원선(103(103R, 103G, 103B))이 배선되어 있다. 비유효

영역(2b)의 일부를 더미(dummy) 영역(2d)으로서 사용한다. 더미 영역(2d)은 주로 잉크젯 방법을 사용하여 발광소자

(110)를 형성하기에 앞서, 발광소자를 형성하는 재료의 토출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영역으로서, 말하자면,

시험 주입하기 위한 영역이다.

상술한 주사측 구동회로(105), 구동회로용 제어 신호 배선(105a), 및 구동 회로용 전원 배선(105b)은 더미 영역(2d)의 아

래쪽의 능동소자층(14)내에 마련되어 있다. 도3에는 도시하지 않지만, 검사회로(106)의 위쪽에 더미 영역(2d)을 마련해도

좋다.

전원선(103R)은 제1 배선층(135)에 마련된 도전막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전원선(103G)은 제1 배선층(135)

에 마련된 도전막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이것에 대하여, 전원선(103B)은 상술한 바와 같이 2중 배선 구조를 갖는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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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제1 배선층(135)에 마련된 도전막과 제2 배선층(136)에 마련된 도전막으로 구성된다. 상기의 2개의 도전막의

사이에는 제1 층간 절연막(144a)이 마련되는 동시에, 제1 층간 절연막(144a)에 마련된 콘택트 홀(도2에 나타낸 콘택트 홀

(103B3)에 대응)을 거쳐서 상기 2개의 도전막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공통 전극용 배선(12a)은 구체적으로는 제1 배선층(135)에 마련된 도전막과 제2 배선층(136)에 마련된 도전막으로 구성

되어 있다.

발광 소자부(11) 상에는 밀봉부(3)에 의해 덮여 있다. 이 밀봉부(3)는 능동 소자층(14) 위에 마련된 밀봉 수지(603)와, 밀

봉 기판(604)으로 구성되어 있다. 밀봉 수지(603)는 열경화 수지 또는 자외선 경화 수지 등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열경화

수지의 1종인 에폭시 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밀봉 수지(603)는 기판의 외주를 따라서 배치되어 있고, 예

를 들면, 마이크로디스펜서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 밀봉 수지(603)는 능동소자층(14)과 밀봉캔(604)을 접합함으로

써, 능동 소자층(14)과 밀봉기판(604)의 사이로부터 발광소자부(11)에 의해 형성된 공간으로의 물 또는 산소의 침입을 막

으므로, 공통 전극(12) 또는 발광소자부(11) 내에 형성된 도시하지 않은 발광층의 열화를 방지한다.

밀봉기판(604)은, 예를 들면, 유리,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내측에는 발광소자부(11)를 수납하는 오

목부(604a)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오목부(604a)에는 물, 산소 등을 흡수하는 게더제(605)가 배치되어 있고, 밀봉기판

(604)과 발광소자부(11)에 의해 형성된 공간에 침입한 물 또는 산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게더제(605)

는 생략해도 좋다.

공통전극(12)을 형성하는 알루미늄은 발광층(110)으로부터 발광한 광을 기판(2)측으로 반사시키는 것으로, Al막 외에,

Ag막, Al과 Ag의 적층막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 두께는, 예를 들면 100∼1000nm의 범위가 바람직

하고, 특히 200nm 정도가 좋다.

또한 알루미늄상에 SiO, SiO2, SiN 등으로 이루어지는 공통전극(12)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층(15)을 마련해도 좋다.

보호층(15)은 공통전극(12)을 덮는 동시에, 공통전극용 배선(12a)과 공통전극(12)의 접속부를 보호한다. 또한, 보호층

(15)이 밀봉수지(603)의 아래쪽까지 뻗어 있고, 밀봉 수지(603)와 능동소자층(14) 사이에 개재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음에 도4에, 표시장치에서의 표시영역의 단면 구조를 확대한 도면을 나타낸다. 이 도4에는 3개의 화소 영역(A)이 도시

되어 있다. 이 표시장치(1)는, 기판(2)상에, TFT 등의 회로 등이 형성된 능동소자층(14)과, 기능층(110)이 형성된 발광소

자부(11)가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구성된다.

이 표시 장치(1)에서는 기능층(110)에서 기판(2)측으로 발광한 광이, 능동소자층(14) 및 기판(2)을 투과하여 기판(2)의 하

측(관측자측)으로 출사되는 동시에, 기능층(110)에서 기판(2)의 반대측으로 발광한 광이 공통전극(12)에 의해 반사되어,

능동소자층(14) 및 기판(2)을 투과하여 기판(2)의 하측(관측자측)으로 출사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통전극(12)으로서,

투명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공통전극측에서 발광하는 광을 출사시킬 수 있다. 투명 재료로는, 예를 들면, ITO, Pt, Ir, Ni

또는 Pd를 사용할 수 있다. 막 두께로는 75nm 정도의 막 두께로 함이 바람직하고, 이 막 두께보다도 얇은 편이 보다 바람

직하다.

능동소자층(14)에는, 기판(2) 상에 실리콘 산화막으로 이루어지는 하지보호막(2c)이 형성되고, 이 하지 보호막(2c) 상에

다결정 실리콘으로 이루어지는 섬(島) 형상의 반도체막(141)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반도체막(141)에는, 드레인 영역

(141a) 및 소스 영역(141b)이 고농도 B 이온 주입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또한, B가 도입되지 않은 부분이 채널 영역

(141c)으로 되어 있다.

또한 능동소자층(14)에는, 하지 보호층(2c) 및 반도체막(141)을 덮는 투명한 게이트 절연막(142)이 형성되고, 게이트 절

연막(142)상에는 Al, Mo, Ta, Ti, W 등으로 이루어지는 게이트 전극(143)(주사선(101))이 형성되고, 게이트 전극(143)

및 게이트 절연막(142)상에는 투명한 제1 층간 절연막(144a)과 제2 층간 절연막(144b)이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 전극

(143)은 반도체막(141)의 채널 영역(141c)에 대응하는 위치에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제1, 제2 층간 절연막(144a, 144b)을 관통하여, 반도체막(141)의 드레인, 소스영역(141a, 141b)에 각각 접속되는

콘택트 홀(145, 146)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제2 층간 절연막(144b)상에는 ITO 등으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화소 전극

(111)이 소정의 형상으로 패터닝되어 형성되고, 드레인 영역(141a)은 콘택트 홀(145)을 거쳐서 화소전극(111)에 접속되

등록특허 10-0668269

- 8 -



어 있다. 또한, 소스 영역(141b)은 콘택트 홀(146)을 거쳐서 접속용 배선(99)에 접속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능동소자

층(14)에는, 각 화소 전극(111)에 접속된 구동용 박막 트랜지스터(123)가 형성된다. 또한, 능동소자층(14)에는 상술한 유

지용량(cap) 및 스위칭용의 박막 트랜지스터(112)도 형성되어 있지만, 도4에는 이들의 도시를 생략하고 있다.

다음에 도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발광소자부(11)는 복수의 화소 전극(111)상의 각각에 적층시킨 기능층(110)과, 각 기

능층(110)을 구획하는 뱅크부(112)와, 기능층(110) 상에 형성된 공통전극(12)을 주체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화소전극

(111), 기능층(110) 및 공통전극(12)으로 발광소자가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화소전극(111)은 예를 들면 ITO에 의해 형

성되고, 평면으로 보아 거의 직사각형으로 패터닝되어 형성되어 있다. 이 화소 전극(111)의 두께는, 50∼200nm의 범위가

바람직하고, 특히 150nm 정도가 좋다. 뱅크부(112)는 기판(2)측에 위치하는 무기물 뱅크층(112a)과 기판(2)에서 떨어져

위치하는 유기물 뱅크층(112b)이 적층되어 구성되어 있다.

무기물 뱅크층(112a), 유기물 뱅크층(112b)은 화소전극(111)의 주연부 상에 얹히도록 형성된다. 평면적으로는, 화소전극

(111)의 주위와 무기물 뱅크층(112a)이 평면적으로 겹치도록 배치된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유기물 뱅크층(112b)도 마

찬가지이며, 화소 전극(111)의 일부와 평면적으로 겹치도록 배치되어 있다. 또한 무기물 뱅크층(112a)은 유기물 뱅크층

(112b)보다도 화소전극(111)의 중앙측으로 더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무기물 뱅크층(112a)의 각 제1 적층부

(112e)가 화소전극(111)의 내측에 형성됨으로써, 화소전극(111)의 형성 위치에 대응하는 하부 개구부(112c)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유기물 뱅크층(112b)에는 상부 개구부(112d)가 형성되어 있다.

이 상부 개구부(112d)는 화소전극(111)의 형성 위치 및 하부 개구부(112c)에 대응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상부 개구부

(112d)는 도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하부 개구부(112c)보다 넓고, 화소전극(111)보다 좁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부 개

구부(112d)의 상부의 위치와, 화소전극(111)의 단부가 거의 같은 위치로 되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도4에 나

타내는 바와 같이, 유기물 뱅크층(112b)의 상부 개구부(112d)의 단면이 경사지는 형상으로 된다.

또한, 무기물 뱅크층(112a)은, 예를 들면, SiO2, TiO2 등의 무기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무기물 뱅크층

(112a)의 막두께는, 50∼200nm의 범위가 바람직하고, 특히 150nm가 좋다.

또한, 유기물 뱅크층(112b)은 아크릴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등의 내열성, 내용매성이 있는 재료로 형성되어 있다. 이 유기

물 뱅크층(112b)의 두께는 0.1∼3.5㎛의 범위가 바람직하다. 유기물 뱅크층(112b)의 두께를 2㎛ 이상으로 하면, 데이터

선(102), 또는 주사선(101) 등, 신호를 공급하는 신호배선과 공통전극(12)을 충분히 이간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배선과 공

통전극(12)의 사이에 생기는 기생(寄生)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신호의 지연, 둔화 등의 문제를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뱅크부(112)에는 친액성을 나타내는 영역과, 발(撥)액성을 나타내는 영역이 형성되어 있다. 친액성을 나타내는 영역

은 무기물 뱅크층(112a)의 제1 적층부(112e) 및 화소 전극(111)의 전극면(111a)이며, 이들 영역은 산소를 처리 가스로 하

는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친액성으로 표면처리 되어 있다. 또한, 발액성을 나타내는 영역은 상부 개구부(112d)의 벽면 및

유기물 뱅크층(112)의 상면(112f)이며, 이들 영역은 4불화메탄을 전구물질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표면이 불화 처

리(발액성으로 처리)되어 있다. 또한, 유기물 뱅크층은 불화 폴리머를 함유하는 재료로 형성해도 좋다.

기능층(110)은 화소전극(111) 상에 적층시킨 정공주입/수송층(110a)과, 정공주입/수송층(110a) 상에 인접하여 형성된 유

기 일렉트로루미네센스 재료로 이루어지는 발광층(110b)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발광층(110b)에 인접하여 전자주입

수송층 등의 기능을 갖는 다른 기능층을 더 형성해도 좋다.

정공주입/수송층(110a)은 정공을 발광층(110b)에 주입하는 기능을 갖는 동시에, 정공을 정공주입/수송층(110a) 내부에

서 수송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정공주입/수송층(110a)을 화소전극(111)과 발광층(110b)의 사이에 마련함으로써, 발

광층(110b)의 발광 효율, 수명 등의 소자 특성이 향상한다. 또한, 발광층(110b)에서는, 정공주입/수송층(110a)으로부터

주입된 정공과, 공통전극(12)으로부터 주입되는 전자가 발광층에서 재결합하여, 발광이 얻어진다.

정공주입/수송층(110a)은 하부 개구부(112c)내에 위치하여 화소전극면(111a)상에 형성되는 평탄부(110a1)와, 상부 개구

부(112d)내에 위치하여 무기물 뱅크층의 제1 적층부(112e)상에 형성되는 주연부(110a2)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공주

입/수송층(110a)은 구조에 따라서는 화소전극(111)상이며, 또한 무기물 뱅크층(110a)의 사이(하부 개구부(110c)에만 형

성되어 있다(상기 기재한 평탄부에만 형성되는 형태도 있음). 이 평탄부(110a1)는 그 두께가 일정하며 예를 들면

50∼70nm의 범위로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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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부(110a2)가 형성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연부(110a2)는 제1 적층부(112e)상에 위치하는 동시에 상부 개구부

(112d)의 벽면, 즉 유기물 뱅크층(112b)에 밀착해 있다. 또한, 주연부(110a2)의 두께는 전극면(111a)에 가까운 측에서 얇

고, 전극면(111a)로부터 먼 방향을 따라 증대하여, 하부 개구부(112d)의 벽면 근방에서 가장 두껍게 된다.

주연부(110a2)가 상기와 같은 형상을 나타내는 이유로는, 정공주입/ 수송층(110a)이 정공주입/수송층 형성재료 및 극성

용매를 함유하는 제1 조성물을 개구부(112)내에 토출하고나서 극성 용매를 제거하여 형성된 것이며, 극성 용매의 휘발이

주로 무기물 뱅크층의 제1 적층부(112e) 상에서 일어나고, 정공주입/수송층 형성재료가 이 제1 적층부(112e) 상에 집중

적으로 농축·석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발광층(110b)은 정공주입/수송층(110a)의 평탄부(110a1) 및 주연부(110a2)상에 걸쳐 형성되며, 평탄부(112a1)상

에서의 두께가 50∼80nm의 범위로 되어 있다. 발광층(110b)은 적색(R)으로 발광하는 적색 발광층(110b1), 녹색(G)으로

발광하는 녹색 발광층(110b2), 및 청색(B)으로 발광하는 청색 발광층(110b3)의 3종류를 갖고, 각 발광층

(110b1∼110b3)이 스트라이프 배치되어 있다. 또한, 정공주입/수송층 형성재료로는,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디옥시티오

펜 등의 폴리티오펜 유도체와 폴리스티렌설폰산 등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발광층(110b)의 재료로는, 예를 들

면, 폴리플루오렌 유도체, 폴리페닐렌 유도체, 폴리비닐카바졸, 폴리티오펜 유도체, 또는 이들 고분자 재료에 페릴렌계 색

소, 쿠마린계 색소, 로다민계 색소, 예를 들면 루부렌, 페릴렌, 9,10-디페닐안트라센, 테트라페닐부타디엔, 나일레드, 쿠말

린6, 퀴나크리돈 등을 도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공통 전극(12)은 발광소자부(11)의 전면에 형성되어 있고, 화소전극(111)과 쌍을 이뤄 기능층(110)에 전류를 흐르

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통 전극(12)이 음극인 경우는, 예를 들면, 칼슘층이나 알루미늄층 등의 금속층이 적층한 것이어

도 좋다. 이 때, 발광층에 가까운 측의 음극에는 일함수가 낮은 것을 마련함이 바람직하고, 특히 이 형태에서는 발광층

(110b)에 직접 접하여 발광층(110b)에 전자를 주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불화리튬은 발광층의 재료에 따라서는 효율

좋게 발광시키기 때문에, 발광층(110)과 공통 전극(12)의 사이에 LiF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적색 및 녹색의 발광층(110b1, 110b2)으로는 불화리튬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재료를 사용해도 좋다. 따라서 이 경

우는 청색(B) 발광층(110b3)에만 불화리튬으로 이루어지는 층을 형성하고, 다른 적색 및 녹색의 발광층(110b1, 110b2)

에는 불화리튬 이외의 것을 적층해도 좋다. 또한, 적색 또는 녹색의 발광층(110b, 110b2) 상에는 불화리튬을 형성하지 않

고, 칼슘만을 형성해도 좋다. 또한, 불화리튬의 두께는, 예를 들면 2∼5nm의 범위가 바람직하고, 특히 2nm 정도가 좋다.

또한 칼슘의 두께는 예를 들면 2∼50nm의 범위가 바람직하고, 특히 20nm 정도가 좋다.

도5는 유효 영역(2a)의 상측 영역에서의 전원선(103R, 103G, 103B) 및 각 전원선에 접속되는 접속용 배선(99R, 99G,

99B)의 확대도이다. 접속용 배선(99R, 99G, 및 99B)은 제1 배선층(135) 및 제2 배선층(136)에 형성된 도전막을 이용하

여 구성되고, 본 실시형태에서는 유효 영역(2a)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전원선(103R)에 접속된 접속용 배선(99R)은

제1 배선층(135)에 마련된 도전막에 의해 구성되며, 유효 영역(2a)에 가장 먼 위치에 있는 전원선(103B)에 접속된 접속용

배선(99B)은, 제2 배선층(136)에 마련된 도전막을 이용하여 형성되어 있다. 전원선(103R)과 전원선(103B) 사이에 끼인

전원선(103G)에 접속된 접속용 배선(99G)은 제1 층간 절연막(114a)을 관통하는 콘택트(100G)로 전원선(103G)에 접속

되어 있다. 콘택트(100G)에서, 제1 배선층(135)에 마련된 도전막과 제2 배선층(136)에 마련된 도전막의 도통이 확보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접속용 배선(99R, 99G, 및 99B)을, 제1 배선층(135) 및 제2 배선층(136)을 이용하여 형성하므로,

100G 등과 같은 콘택트부를 가능한 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콘택트부를 적게 함으로써, 단선 등의 결점을 저

감할 수 있다.

접속용 배선(99R, 99G, 및 99B)은 유효영역(2a)으로 향하여 거의 평행하게 뻗어 있고, 접속용 배선(99R, 99G, 및 99B)

각각의, 적어도 일부분의 폭을 달리 한다. 이것은 안정적으로 전원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접속용 배선(99R, 99G, 및

99B), 전원선(103R, 103G, 103B)의 충분한 선폭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효 영역(2a)의 화소의 피치에 적합하게 하여, 접

속용 배선(99R, 99G, 및 99B) 각각의 선폭을 좁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유효 영역(2a)내에는, 접속용 배선(99R, 99G, 및 99B)은 기본적으로, 전부 동일한 배

선층에 있는 도전막을 이용하여 형성함이 바람직하고, 본 실시 형태에서는, 제2 배선층(136)에 마련된 도전막을 이용하여

형성한다. 한편, 접속용 배선(99R)은 전원선(103R)과의 콘택트부 근방에서는, 도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배선층(135)

을 이용하여 형성되므로, 접속용 배선(99R)은 상기의 콘택트부로부터 유효 영역(2a)에 이르는 사이의 영역에서, 제1 배선

층(135)에 마련된 도전막으로부터 제2 배선층(136)에 마련된 도전막으로의 접속을 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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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본 실시 형태의 표시 장치의 제조 방법을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도6 내지 도9을 참조하여, 기판(2) 상에 능동소자층(14)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도6 내지 도8에

나타내는 각 단면도는 도2 중의 A-A'선에 따른 단면에 대응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 불순물 농도는 모두 활성화 어닐

링 후의 불순물로서 표시한다.

우선, 도6(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판(2) 상에, 실리콘 산화막 등으로 이루어지는 하지 보호층(2c)을 형성한다. 다음에,

ICVD법, 플라즈마 CVD법 등을 사용하여 비결정 실리콘 층을 형성한 후, 레이저 어닐링법 또는 급속 가열법에 의해 결정

입자를 성장시켜 폴리실리콘층(501)으로 한다.

다음에 도6(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폴리실리콘층(501)을 포토리소그래피법에 의해 패터닝하여 섬 형상의 실리콘층

(241, 251 및 261)을 형성하고, 실리콘 산화막으로 이루어지는 게이트 절연막(142)을 더 형성한다.

실리콘층(241)은 유효영역(2a)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되어 화소전극(111)에 접속되는 박막 트랜지스터(123)(이하, 「화

소용 TFT」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음)를 구성하는 것이며, 실리콘층(251, 261)은 주사선 구동회로(105)내의 P 채널형 및

N 채널형의 박막 트랜지스터(이하, 「구동회로용 TFT」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음)를 각각 구성하는 것이다.

게이트 절연층(142)의 형성은 플라즈마 CVD법, 열산화법 등에 의해, 각 실리콘층(241, 251, 261) 및 하지 보호층(2c)을

덮는 두께 약 30nm∼200nm의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함에 의해 행한다. 여기서, 열산화법을 이용하여 게이트 절연층(142)

을 형성할 때에는, 실리콘층(241, 251 및 261)의 결정화도 행하여, 이들 실리콘층을 폴리실리콘층으로 할 수 있다. 채널

도프를 행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타이밍에서 약 1×1012cm-2의 주입량(dose)으로 붕소 이온을 주입한다. 그 결과,

실리콘층(241, 251 및 261)은 불순물 농도가 약 1×1017cm-3의 저농도 P형의 실리콘층으로 된다.

다음에 도6(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실리콘층(241, 261)의 일부에 이온 주입 선택 마스크(M1)를 형성하고, 이 상태로 인

이온을 약 1×1015cm-2 의 주입량으로 이온 주입한다. 그 결과, 이온 주입 선택 마스크(M1)에 대하여 셀프얼라인(self-

align)적으로 고농도 불순물이 도입되어, 실리콘층(241 및 261) 중에 고농도 소스 영역(241S 및 261S) 및 고농도 드레인

영역(241D 및 261D)이 형성된다.

다음에 도6(d)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온 주입선택 마스크(M1)를 제거한 후에, 게이트 절연층(142) 상에 도프 실리콘,

실리사이드막, 또는 알루미늄막이나 크롬막, 탄탈막으로 이루어진 두께 약 500nm 정도의 금속막을 제1 배선층(135)으로

형성하고, 또한 이 금속막을 패터닝함으로써, P채널형의 구동 회로용 TFT의 게이트 전극(252), 화소용 TFT의 게이트 전

극(242), N 채널형의 구동회로용 TFT의 게이트 전극(262)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패터닝에 의해, 주사선 구동회로용 신

호 배선(105a), 전원선(103R, 103G, 103B), 접속용 배선(99R), 공통전극용 배선(12a)의 일부를 동시에 형성한다.

또한, 게이트 전극(242, 252 및 262)을 마스크로 하여, 실리콘층(241, 251 및 261)에 대하여 인 이온을 약 4×1013cm-2

의 주입량으로 이온 주입한다. 그 결과, 게이트 전극(242, 252 및 262)에 대하여 셀프얼라인(self-align)적으로 저농도 불

순물이 도입되어, 도6(d)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실리콘층(241 및 261) 중에 저농도 소스 영역(241b 및 261b), 및 저농도

드레인 영역(241c 및 261c)이 형성된다. 또한, 실리콘층(251) 중에 저농도 불순물 영역(251S 및 251D)이 형성된다.

다음에 도7(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252)의 주변을 제외한 전면에 이온 주입 선택 마스크(M2)를 형성한다.

이 이온 주입 선택 마스크(M2)를 사용하여, 실리콘층(251)에 대하여 붕소 이온을 약 1.5×1015cm-2의 주입량으로 이온

주입한다. 결과로서, 게이트 전극(252)도 마스크로서 기능하고, 실리콘층(252) 중에 셀프얼라인(self-align)적으로 고농

도 불순물이 도프된다. 이것에 의해 251S 및 251D가 카운터 도프되어, P형 채널형의 구동회로용 TFT의 소스 영역 및 드

레인 영역으로 된다.

다음에 도7(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온 주입 선택 마스크(M2)를 제거한 후에, 기판(2)의 전면에 제1 층간 절연막

(144a)을 형성하고, 포토리소그래피법에 의해 제1 층간 절연막(144a)을 패터닝하여, 각 TFT의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

및 공통전극용 배선(12a)에 대응하는 위치에 콘택트 홀 형성용의 구멍(H1)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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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7(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1 층간 절연막(144a)을 덮도록, 알루미늄, 크롬, 탄탈 등의 금속으로 이루어지는

두께 약 200nm 내지 800nm 정도의 도전층(504)을 형성함으로써, 앞서 형성한 구멍(H1)에 이들 금속을 매립하여 콘택트

홀을 형성한다. 또한 도전층(504) 상에 패터닝용 마스크(M3)를 형성한다.

다음에 도8(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도전층(504)을 패터닝용 마스크(M3)에 의해서 패터닝하고, 각 TFT의 소스 전극

(243, 253, 263), 드레인 전극(244 및 254), 전원선(103B), 접속용 배선(99G, 99B), 주사선 회로용 전원배선(105b) 및 공

통전극용 배선(12a)을 제2 배선층(136)으로서 형성한다.

다음에 도8(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1 층간 절연막(144a)을 덮는 제2 층간 절연막(144b)을, 예를 들면 아크릴계 등의

수지 재료로 형성한다, 이 제2 층간 절연막(144b)은 약 1∼2㎛정도의 두께로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도8(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2 층간 절연막(144b) 중, 화소용 TFT의 드레인 전극(244)에 대응하는 부분을 에

칭에 의해 제거하여 콘택트 홀 형성용 구멍(H2)을 형성한다. 이 때, 동시에 공통전극용 배선(12a) 상의 제2 층간 절연막

(144b)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기판(2) 상에 능동소자층(14)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9를 참조하여, 능동소자층(14) 상에 발광소자부(11)를 형성함으로써 표시 장치(1)를 얻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

한다. 도9에 나타내는 단면도는 도2 중의 A-A'선에 따른 단면에 대응한다.

먼저 도9(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판(2)의 전면을 덮도록 ITO 등의 투명 전극 재료로 이루어지는 박막을 형성하고, 그

박막을 패터닝함으로써, 제2 층간 절연막(144b)에 마련한 구멍(H2)을 메워 콘택트홀(111a)을 형성하는 동시에 화소 전극

(111) 및 더미 화소 전극(111')을 형성한다. 화소 전극(111)은 박막 트랜지스터(123)의 형성 부분에만 형성하고, 콘택트

홀(111a)을 거쳐서 커런트(current) 박막 트랜지스터(123)(스위칭 소자)에 접속시킨다. 또한, 더미 전극(111')은 섬 형상

으로 배치시킨다.

다음에, 도9(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2 층간 절연막(144b) 및 화소전극(111) 및 더미 화소 전극(111') 상에 무기물 뱅

크층(112a) 및 더미 무기물 뱅크층(212a)을 형성한다. 무기물 뱅크층(112a)은 화소 전극(111)의 일부가 개구하는 형태로

형성하고, 더미 무기물 뱅크층(112a)은 더미 화소 전극(111')을 완전히 덮도록 형성한다. 무기물 뱅크층(112a) 및 더미 무

기물 뱅크층(212a)은 예를 들면 CVD법, TEOS법, 스퍼터법, 증착법 등에 의해 제2 층간 절연막(144b) 및 화소전극(111)

의 전면에 SiO2, TiO2, SiN 등의 무기질막을 형성한 후에, 그 무기질막을 패터닝함으로써 형성한다.

또한 도9(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무기물 뱅크층(112a) 및 더미 무기물 뱅크층(212a) 상에, 유기물 뱅크층(112b) 및 더

미 유기물 뱅크층(212b)를 형성한다. 유기물 뱅크층(112b)은 무기물 뱅크층(112a)을 거쳐서 화소 전극(111)의 일부가 개

구하는 형태로 형성하고, 더미 유기물 뱅크층(212b)은 더미 무기물 뱅크층(212a)의 일부가 개구하는 형태로 형성한다. 이

렇게 하여, 제2 층간 절연막(144b) 상에 뱅크층(112)을 형성한다.

이어서, 뱅크층(112)의 표면에, 친액성을 나타내는 영역과, 발액성을 나타내는 영역을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플라즈

마 처리 공정에 의해, 각 영역을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그 플라즈마 처리 공정은 화소전극(111), 무기물 뱅크층(112a) 및

더미 무기물 뱅크층(212a)을 친액성으로 하는 친액화 공정과, 유기물 뱅크층(112b) 및 더미 유기물 뱅크층(212b)을 발액

성으로 하는 발액화 공정을 적어도 구비하고 있다.

즉, 뱅크층(112)을 소정 온도(예를 들면 70∼80℃정도)로 가열하고, 다음에 친액화 공정으로서 대기 분위기 중에서 산소

를 반응가스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O2 플라즈마 처리)를 행한다. 이어서, 발액화 공정으로서 대기 분위기 중에서 4불화메

탄을 반응 가스로 하는 플라즈마 처리(CF4 플라즈마 처리)를 행하고, 플라즈마 처리 때문에 가열된 뱅크층(112)을 실온까

지 냉각함으로써, 친액성 및 발액성이 소정 개소에 부여되게 된다.

또한, 화소전극(111)상 및 더미 무기물 뱅크층(212a)상에 각각, 기능층(110) 및 더미 기능층(210)을 잉크젯법에 의해 형

성한다. 기능층(110) 및 더미 기능층(210)은 정공주입/수송층 재료를 함유하는 조성물 잉크를 토출·건조한 후에, 발광층

재료를 함유하는 조성물 잉크를 토출·건조함으로써 형성한다. 또한, 이 기능층(110) 및 더미 기능층(210)의 형성 공정 이

후는 정공주입/수송층 및 발광층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 분위기, 아르곤 분위기 등의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행

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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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9(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뱅크층(112) 및 기능층(110) 및 더미 기능층(210)을 덮는 공통전극(12)을 형성한

다. 공통전극(12)은 뱅크층(112) 및 기능층(110) 및 더미 기능층(210)상에 제1 공통전극층(12b)을 형성한 후에, 제1 공통

전극층(12b)를 덮어서 기판(2) 상의 공통전극용 배선(12a)에 접속시키는 제2 공통전극(12c)을 형성함으로써 얻어진다.

최후로, 기판(2)에 에폭시 수지 등의 밀봉 수지(603)를 도포하고, 이 밀봉 수지(603)을 거쳐서 기판(2)에 밀봉기판(604)을

접합한다. 이와 같이 하여, 도1∼도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표시 장치(1)가 얻어진다.

이와 같이, 유효영역(2a)에 대하여 최외측의 전원선(103B)은 다른 전원선(103R, 103G)에 접속하는 접속용 배선(99R,

99G)과 평면적으로 겹치지 않으므로, 제1 배선층(135) 및 제2 배선층(136)의 쌍방에 마련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본 실시

형태에서는 전원선(103B)을 제1 배선층(135) 및 제2 배선층(136) 중 어느 한쪽 층에 마련한 경우에 비해 거의 절반의 폭

으로 형성할 수 있어, 전원선(103B)의 폭이 감소한 만큼, 패널의 프레임을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유효영역(2a)에 대하여 최내측의 전원선(103R)에 접속하는 접속용 배선(99R)은 다른 전원선(103G, 103B)과 평면

적으로 겹치지 않으므로, 제1 배선층(135)에 형성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본 실시형태에서는 접속용 배선(99R)의 폭만큼,

제2 배선층(136)에 마련한 접속용 배선(99G, 99B)의 폭을 크게 할 수 있어, 마스크 제작 등, 표시장치의 제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전원선과 접속용 배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콘택트가 100G의 한 개소뿐이므

로, 콘택트 저항의 의존성을 저감할 수 있게 된다.

[제2 실시형태]

다음에, 제2 실시형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10에 나타낸 제2 실시형태에 의한 표시장치의 레이아웃(layout)의, 도2에 나

타낸 제1 실시형태의 레이아웃과의 주요 차이점은 공통전극용 배선(12a)의 적어도 일부분이 유효영역(2a)의 주위에 마련

된 전원선(103R, 103G, 103B) 중 적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분과 평면으로 보았을 때에 겹치는 점이다. 공통전극용 배선

(12a)은 플렉시블 기판(5)이 부착된 변측으로부터, 그 변에 대향하는 변으로 향하게 뻗어있고, 기판(2)의 외주를 이루는 4

변 중 서로 대향하는 2변과 유효 영역(2a)의 사이에, 각각 마련되어 있다.

한 쪽의 공통전극용 배선(12a)은 전원선(103R)과 겹쳐서 배치되어 있고, 다른 쪽의 공통전극용 배선(12a)은 103G 및

103B의 적어도 일부분과 겹쳐서 배치되어 있다.

이것에 대응한 단면도를 도11에 나타낸다. 공통전극용 배선(12a)은 제2 배선층(136)에 마련된 도전막으로 구성되고, 공통

전극(12)과 접속되어 있다.

전원선(103R, 103G, 및 103B)은 제2 배선층(136)의 아래쪽의 제1 배선층(135)에 마련된 도전막으로 형성되어 있다. 공

통 전극용 배선(12a)과 전원선(103R, 103G, 및 103B)은 제1 층간 절연층(144a)에 의해 격리되어 있어, 전기적으로 절연

되어 있다. 공통전극용 배선(12a)과 공통전극(12)의 접속에는, 예를 들면, ITO 등으로 이루어지는 도전층(12d)이 개재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공통전극용 배선(12a)은 전원선(103R, 103G, 103B)의 적어도 일부분이 겹치도록 형성되어 있으나, 이

것에 의해, 공통전극용 배선(12a)과 전원선(103R, 103G, 및 103B)의 사이에 용량이 형성되어, 전원전압의 변동을 완화시

켜, 전기광학 소자의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해진다.

전원선(103R, 103G, 및 103B)은 유효영역(2a)과 플렉시블 기판이 부착된 변에 대향하는 변 사이의 영역에, 도12에 나타

내는 바와 같이, 각각, 콘택트(100R, 100G, 및 100B)를 거쳐서 접속용 배선(99R, 99G, 및 99B)에 접속되어 있다. 콘택트

(100R, 100G, 및 100B)에서, 제1 배선층(135)에 마련된 도전막과 제2 배선층(136)에 마련된 도전막이 접속되어 있다. 접

속용 배선(99R, 99G, 및 99B)은 제2 배선층(136)에 마련된 도전막을 사용하여 구성되어 있다. 접속용 배선(99R, 99G, 및

99B)의 선폭은 대응하는 전원선(103R, 103G, 및 103B)의 선폭보다도 적게 되어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유효영역(2a)내에서는, 접속용 배선(99R, 99G, 및 99B)은 기본적으로, 전부 동일한 배선층에 있

는 도전막을 이용하여 형성함이 바람직하고, 본 실시형태에서는, 제2 배선층(136)에 마련된 도전막을 이용하여 형성되어

있다. 한편, 접속용 배선(99R, 99G, 및 99B)은 제2 배선층(136)에 마련된 도전막을 이용하여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도5

에 나타낸 경우와는 달리, 접속용 배선(99R, 99G 및 99B)은 콘택트부에서부터 유효영역(2a)에 이르는 사이의 영역에서,

제1 배선층(135)에 마련된 도전막에서부터 제2 배선층(136)에 마련된 도전막에의 접속을 행할 필요는 특별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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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상기 실시형태의 표시 장치(1)를 구비한 전자 기기의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13(a)는 휴대전화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10(a)에서, 부호 1000은 휴대전화 본체를 나타내고, 부호 1001은 상

기의 유기 EL 장치(1)를 사용한 표시부를 나타낸다.

도13(b)는 손목시계형 전자 기기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10(b)에서, 부호 1100은 시계 본체를 나타내고, 부호

1101은 상기의 유기 EL 장치(1)를 사용한 표시부를 나타낸다.

도13(c)는 워드프로세서, 퍼스널컴퓨터 등의 휴대형 정보처리장치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13(c)에서, 부호 1200

은 정보처리장치, 부호 1202는 키보드 등의 입력부, 부호 1204는 정보처리장치 본체, 부호 1206은 상기의 유기 EL 장치

(1)를 사용한 표시부를 나타낸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범위는 상기 실시형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취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변경

을 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전원선(103B)을 이층구조로 했거나, 유효영역(2a)에 대하여 최외측에 배치된 전원선이

면, 다른 전원선이어도 좋다. 또한, 제1 배선층(135)과 제2 배선층(136)에 마련된 전원선, 접속용 배선 등을 역으로 배치

한 구성으로 해도 좋다.

또한,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발광 소자부(11)의 구성으로서 기판(2)측에서부터 화소전극(111), 정공주입/수송층(110a), 발

광층(110b), 공통전극(12)의 순서로 형성하였으나,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역순으로 배치하는 구성도 채용할 수 있

다. 또한,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발광소자부(11)의 발광이 투명기판(2)을 거쳐서 외면측으로 사출되는 형식의 예를 사용하

여 설명하였으나, 발광소자부(11)의 발광이 투명 기판(2)과 반대측으로부터 밀봉부(3)를 거쳐서 사출되는 형식이어도 적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우수한 광투과성(투명성)을 갖는 공통전극 및 밀봉층을 마련하면 좋다.

또한, 상기의 실시형태에서는, R, G, B의 각 발광층을 스트라이프 배치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배치 구조를 채용해도 좋다. 예를 들면 스트라이프 배치 외에, 모자이크 배치나, 델타 배치로 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본 실시 형태는 본 발명의 하나의 태양을 나타내는 것이며,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

적 사상의 범위내에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프레임협소화를 실현하여, 소형으로, 또한 제조가 용이한 고품질의 전기광학 장치 및 전자 기기를 얻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표시장치의 배선 구조의 평면모식도.

도2는 제1 실시형태의 표시장치의 평면모식도.

도3은 도2에서의 A-A'선의 단면도.

도4는 도3에 나타낸 단면도의 확대도.

도5는 제1 실시형태에서의 전원선 및 각 전원선에 접속되는 접속용 배선의 확대도.

도6(a)∼(d)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표시장치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는 공정도.

도7(a)∼(c)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표시장치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는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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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a)∼(c)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표시장치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는 공정도.

도9(a)∼(c)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표시장치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는 공정도.

도10은 제2 실시형태의 표시장치의 평면모식도.

도11은 도10에서의 A-A'선의 단면도.

도12는 제2 실시형태에서의 전원선 및 각 전원선에 접속되는 접속용 배선의 확대도.

도13은 유기 EL 표시장치를 구비한 전자 기기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a)는 휴대전화, (b)는 손목시계형 전자 기기,

(c)는 휴대형 정보처리장치의 각각 사시도.

[부호의 설명]

1 표시장치(유기 EL 표시장치, 전기광학 장치)

2 기판

2a 유효영역(표시영역)

99R, 99G, 99B 접속용 배선

103, 103R, 103G, 103B 전원선(발광용 전원배선)

110a 정공주입/수송층

110b 발광층

111 화소전극(전극)

135 제1 배선층(제1 층)

136 제2 배선층(제2 층)

144a 제1 층간 절연막(절연층)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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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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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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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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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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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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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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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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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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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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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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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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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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