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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자원 및 화상 형성 장치의 제조 방법

요약

    
기판 상에 배열된 복수의 x-방향 배선, 상기 x-방향 배선을 교차하는 복수의 y-방향 배선, 상기 x-방향 배선 및 y-
방향 배선을 전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한 절연층, 및 각각이 상기 x-방향 배선 및 y-방향 배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간극을 갖는 복수의 도전막으로 구성된 전자원의 제조 방법이, 상기 복수의 x-방향 배선 및 y-방향 배선에 접속될 복
수의 도전막을 형성하는 도전막 형성 단계; 상기 x-방향 배선을 복수의 그룹으로 지정하기 위한 그룹핑 단계; 및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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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룹에 지정된 모든 배선들에 전압을 동시에 인가하는 단계를, 상기 모든 그룹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도전막에 간극을 형성하는 통전 포밍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그룹핑 단계는 복수의 배선들을 각각의 그룹에 지정하고, 
다른 그룹들을 구성하는 배선들 사이에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는 배선들을 배열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포밍 공정, y-방향 배선, x-방향 배선, 포밍 전압 발생기, 아메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조 방법을 실현하는 장치의 예를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실시예 1의 방법에 따른 포밍 처리 시의 x-방향 배선의 선택 및 기판의 온도 분포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도 3은 실시예 1의 포밍 처리에 사용된 펄스 전압을 설명하는 그래프.

도 4는 실시예 1의 포밍 단계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5는 본 발명의 제조 방법을 실현하는 장치의 다른 예를 도시한 블록도.

도 6은 실시예 2의 방법의 펄스 전압 인가 방법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도 7은 실시예 3의 활성화 단계의 x-방향 배선 그룹핑 방법을 도시한 다이어그램.

도 8은 화상 형성 장치의 구조를 설명하는 사시도.

도 9는 실시예 3의 방법의 x-방향 배선의 선택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도 10은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개략적인 평면도.

도 11은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도 12는 전자원의 레이아웃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도 13은 예시적으로 형성된 전자원을 도시한 부분 평면도.

도 14a 및 도 14b는 형광 물질의 레이아웃을 각각 도시한 평면도.

도 15a 내지 도 15d는 전자 방출 소자를 형성하는 처리들을 예시적으로 각각 도시한 개략적인 단면도.

도 16a 및 도 16b는 활성화 단계에서 사용된 전압 파형을 각각 도시한 그래프.

도 17은 x-방향 배선 그룹핑 방법 및 포밍 전압 인가 순서를 예시적으로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도 18a 내지 도 18c는 전자원을 형성하는 처리들을 예시적으로 각각 도시한 부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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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a 내지 도 19c는 전자원을 형성하는 후속 처리들을 예시적으로 각각 도시한 부분 평면도.

도 20은 문제점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 x-방향 배선

13 : Y-방향 배선

14 : 유닛

15 : 포밍 전압 발생기

16 : 제어기

17 : 아메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원 제조 방법, 전자원을 사용하는 화상 형성 장치 제조 방법 및 포밍(forming)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전자 방출 소자는 주로 두 가지 유형, 즉 열이온 소자 및 냉음극 소자로 분류된다. 냉음극 소자의 공지된 예들로서, 
전계 방출형 전자 방출 소자 (이하, 'FE형 전자 방출 소자'라 함), 금속/절연체/금속형 전자 방출 소자 (이하, 'MIM형 
전자 방출 소자'라 함), 및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가 있다.

FE형 전자 방출 소자의 공지된 예들은 'Field Emission' [W.P Dyke와 W.W. Dolan, Advance in Electron Physics, 
8, 89, (1956)] 및 'Physical Properties of Thin-Film Field Emission Cathodes with Molybdenium Cones' [C.
A. Spindt, J. Appl. Phys., 47, 5248 (1976)]에 개시되어 있다.

MIM형 전자 방출 소자의 공지된 예들은 'Operation of Tunnel-Emission Devices' [C.A. Mead, J. Appl. Phys., 
32, 646 (1961)]에 개시되어 있다.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의 구조 및 제조 방법의 예는 일본 특허 공개 공보 제7-235255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 공
보는, 또한, 많은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를 기판 상에 배열함으로써 구성된 전자원 및 이 전자원을 사용한 화상 형
성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를 간략히 설명한다. 도 10은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의 구조를 도시한 개략적인 평면
도이다. 한 쌍의 소자 전극(2, 3)은 서로 마주하도록 기판(1) 상에 배열되며, 도전막(4)은 양 소자 전극에 접속되도록 
형성된다. 전자 방출 영역(5)은 도전막에 형성된다. 도 10에서, 전자 방출 영역(5)은 소자 전극들간의 중앙부 근처의 
일직선 부분이다. 실제로, 전자 방출 영역(5)은 구부러질 수 있으며 하나의 소자 전극에 가깝게 형성될 수 있다.

일본 특허 공개 공보 제7-235255호는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의 보다 상세한 구조도 개시한다. 도 11은 전자 방
출 소자의 단면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전막(4) 부분에 간극이 형성되며, 주성분으로서 탄소를 함유하는 막(6)이 
간극 주위에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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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성분으로서 탄소를 함유하는 막(6)은 적어도 도전막(4)의 간극에 형성된다.

소자 전극(2, 3)간에 전압을 인가하여 도전막(4)을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도전막 부분의 간극이 형성된다. 도
전막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간극을 형성하는 처리를 통전 포밍 처리 또는 간단히 포밍 처리라 한다. 일본 특허 공개 공
보 제7-235255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포밍 처리에 인가된 전압은 펄스 전압 등이다. 일본 특허 공개 공보 제7-320
631호 및 제7-176265호는 복수의 전자 방출 소자를 형성할 때 이러한 포밍 처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일본 특허 공개 공보 제6-12997호 및 제9-298029호는, 수소 가스와 같은 환원 가스를 함유하는 분위기에서 금속 산
화물로 만들어진 도전막에 대한 포밍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포밍 처리에 필요한 전력을 감소시키고 간극을 보다 효과적
으로 형성하는 것을 개시하고 있다.

주성분으로서 탄소를 함유하는 막(6)을 형성하는 처리를 '통전 활성화' 처리 또는 간단히 '활성화' 처리라고 한다. 전자 
방출 소자가 유기 가스 함유 분위기에서 포밍 처리되도록 세팅하고, 한 쌍의 소자 전극들간에 펄스 전압을 반복적으로 
인가함으로써, 활성화 처리가 수행된다.

일본 특허 공개 공보 제9-73859호 및 제9-134666호는 복수의 전자 방출 소자에 대한 활성화 처리를 수행하는 방법
을 개시한다.

    
본 출원인은, 도 12에 개략적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많은 전자 방출 소자를 기판 상에 배열하고 이들을 매트릭스형으
로 배선시킴으로써 형성된 전자원을 제안하였다. 본 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상술한 특허 출원은, 또한, 이러한 구조를 갖
는 전자원을 개시한다. 설명의 편의 상, 도 12에서 가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배선(12)은 x 또는 행 방향 배선(12)이라 
하고, 세로 방향으로 연장되는 배선(13)은 y 또는 열 방향 배선이라 한다. x-방향 배선 및 y-방향 배선의 교차부에는, 
층간 절연층 (도시 생략)이 형성되어 서로 전기적으로 절연시킨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매트릭스형 전자원에 대한 포밍 처리를 수행할 때, 예를 들어 펄스 전압이 x-방향 배선에 인가되는 반면 모든 y-방향 
배선은 접지된다.

    
제조 시간 면에서, 포밍 처리는 모든 도전막들에 대해 한번에 행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배선을 
통해 흐르는 전류량 및 배선에서의 전압 강하의 영향을 증가시키며, 각각의 도전막에 인가된 포밍 전압을 변동시켜, 불
균일한 형상의 가스들이 도전막에 형성되게 한다. 그 결과, 소자 특성이 변동한다. 최악의 경우, 배선이 손상된다. 제조 
장치에 관하여, 포밍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소자의 전류 용량이 증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러한 
포밍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수의 전자 방출 소자가 기판 상에 배열되는 경우, 이러한 방법은 포밍 처리 시에 발생된 열에 의해 기판을 변형시키거
나 최악의 경우 파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포밍 처리에 있어서, 기판 상의 전자 방출 소자들은 행 방향 배선, 열 방향 배선, 또는 복수의 행 및 열 방향 배
선들 조합의 단위로 수 개의 블록들로 그룹핑된다. 포밍 전압은 블록 단위로 스위칭되고 인가되어, 처리 시간을 단축시
키고 발열에 의한 기판의 온도 상승을 억제한다.

그러나, 화상 표시 장치의 화면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하여 기판 상의 전자 방출 소자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기판은 
포밍 처리 시에 변형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파손될 수 있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한 문제점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광
범위하게 연구하였다. 그 원인에 대하여 도 20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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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에서, 전자원 기판(4101)은 유리로 만들어진다.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 (도시 생략)를 형성하는 도전막은 
행 및 열 방향 배선(4102, 4103)에 의해 매트릭스형으로 접속된다. 이와 같이 배치된 전자원 기판 상에서, 표면 도전
형 전자 방출 소자들은 b개의 인접하는 행 방향 배선들의 단위로 제1 내지 제M/b 블록들로 그룹핑되며, 포밍 전압은 
블록들을 순차적으로 스위칭하면서 인가된다.

이러한 포밍 전압 인가 방법에 따르면,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를 형성하는 도전막을 통해 흐르는 전류 (포밍 전류
라 함)에 의해 발생된 열은 포밍 전압이 인가된 블록에 집중되어, 기판 상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일으킨다. 도 20은, 포
밍 전압이 블록(1)에 인가되는 경우의 기판 상의 온도 분포 (온도 변화)의 예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이러한 기판 상의 급격한 온도 변화는 열적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기판을 변형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파손시킨다.

하나의 블록 내의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의 개수가 감소되고 블록의 개수가 증가되면, 온도 상승이 억제되어 기판
의 변형 및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록들을 자주 스위칭해야 하므로, 포밍 처리에 필요한 시간 및 제조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수단으로서, 일본 특허 공개 공보 제7-176265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x-방향 배선
들 중 하나의 배선이 선택되어 이 배선에 접속된 도전막에 대한 포밍 처리를 수행하고, 이어서 다른 x-방향 배선이 선
택되어 포밍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동작이 반복적으로 실행되어 모든 도전막에 대한 포밍 처리를 수행한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모든 도전막에 대한 포밍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늘리며, x-방향 배선 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제조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에 반해, 펄스 전압의 하나의 펄스가 하나의 x-방향 배선에 인가된 후, 다른 x-방향 배선이 선택되어 하나의 펄스를 
인가하며, 또 다른 x-방향 배선이 선택된다. 이러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모든 x-방향 배선에 대해 펄스
가 인가된 후, 펄스 전압이 다시 최초의 x-방향 배선에 인가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도전막에 대해 포
밍 처리를 행할 수 있다. 이하, 이러한 전압 인가 방법을 스크롤(scroll) 방법이라고 한다. 스크롤 방법은 일본 특허 공
개 공보 제9-298029호에 개시되어 있다.
    

    
스크롤 동작에서, 인가 펄스 전압의 듀티, 즉 (펄스폭) / (펄스 간격)의 비는 포밍 처리된 소자에서 보았을 때의 x-방
향 배선의 개수의 역수(reciprocal) 이하이다. 즉, x-방향 배선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듀티는 반비례적으로 감소된다. 
펄스 피크값이 동일한 경우, 듀티가 작으면 포밍 처리의 간극 형성 비율이 크게 감소되어, 처리 시간 단축의 본래의 이
점을 잃게 된다. 또한, 환원 가스에서 수행된 포밍 처리에서는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하나의 펄스의 전력량이 감
소되면, 간극의 형성이 진행되지 않고 환원만이 진행된다. 이어서, 배선을 통해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여, 배선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를 크게 한다. 결과적으로, 소자에 인가된 전압이 변동하여 전자 방출 소자의 특성을 크게 변동시킬 수 
있다. 더욱이, 간극이 형성될 수 없다. 하나의 펄스에 의해 도전막에 인가된 전력량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
하여, 펄스의 전압값이 증가되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배선을 통해 흐르는 전류값이 증가되어 배선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의 영향을 크게 한다. 따라서, 환원 가스 함유 분위기에서 스크롤 방법에 의해 포밍 처리가 수행되는 경
우, 제조될 수 있는 전자원 배선의 수가 제한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조될 전자원이 큰 경우, 환원 가스에서의 포밍 처
리의 이점을 완전히 활용할 수 없다. 환원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포밍 처리가 가능하지만, 처리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다른 작업이 필요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많은 x-방향 배선을 가진 전자원의 전자 방출 소자의 전자 방출 영역에 대해 짧은 시간 내에 포밍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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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기판 상에 배열된 복수의 x-방향 배선, x-방향 배선을 교차하는 복수의 y-방향 배선, x-방향 배
선 및 y-방향 배선을 전기적으로 절연시키는 절연층, 및 각각이 x-방향 배선 및 y-방향 배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며 
간극을 갖는 복수의 도전막으로 구성된 전자원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x-방향 배선 및 y-방향 배선에 접
속되는 복수의 도전막을 형성하는 도전막 형성 단계, 상기 x-방향 배선을 복수의 그룹으로 할당하는 그룹핑 단계, 및 
모든 그룹에 대하여, 동일 그룹에 할당된 모든 배선에 전압을 순차적으로 인가하여 복수의 도전막에 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통전 포밍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그룹핑 단계에서, 복수의 배선이 각각의 그룹에 할당되
어,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는 배선들간에 다른 그룹을 구성하는 배선들이 존재하는 전자원 제조 방법이 제공된다.
    

이러한 제조 방법은 많은 소자들에 대해 포밍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방법은 통전 포
밍 처리에 의해 발생된 열이 기판 부분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어, 통전 포밍 처리 시에 발생된 열이 기판 상에 
거의 균일하게 분포하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통전 포밍 처리 시에 발생된 열의 국부적인 집중에 의해 기판이 변형되거
나 균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통전 포밍 단계가 양호하게 실행되어, 하나의 그룹에 할당된 배선들 및 이 그룹에 후속하여 전압이 
인가되는 다른 그룹에 할당된 배선들간에, 또 다른 그룹에 할당된 배선들이 배치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포밍 처리 시에 발생된 열의 위치적인 집중을 더욱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그룹들간의 연속적인 전압 인가 주기를 중첩시키지 않고 전압을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포밍 처리 시에 발생된 열의 위치적인 집중을 억제할 수 있다.

전압은 하나의 그룹에 대해 선정된 간격을 두고 복수의 회수 인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포밍 처리 시에 발생된 열의 위치적인 집중을 억제할 수 있다.

전압은 하나의 그룹에 대한 전압 인가 간격 동안 나머지 그룹들에 인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밍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다음으로,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8은 실시예 1에서 제조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내부 구조를 도시한 부분 절단 사시도이다.

    
도 8에서, 배면판(1005), 지지 프레임(1006) 및 전면판(1007)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내부를 진공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밀 용기 (엔벨로프)를 형성한다. 용기를 조립할 때, 각 부분들의 접합부는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고 기밀 상태를 유지
하기 위하여 밀봉되어야 한다. 실시예 1에서, 프릿 글래스(frit glass)를 접합부에 제공하고 이것을 공기중에서 450℃
로 10분 이상 소결(sintering)시켜 각 부분들을 밀봉 (접합)함으로써 용기를 조립한다. 용기를 배기시키는 방법은 나
중에 설명한다.
    

    
배면판(1005)의 상부에는 기판(1001)이 고정되며, 그 위에 n×m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1002)가 형성된다 (
n, m은 2 이상의 양의 정수이며, 디스플레이 화소의 원하는 개수에 따라 적당히 설정됨). 예를 들어, 고 해상 TV 화면

 - 6 -



등록특허 10-0341732

 
용 표시 장치에서, n은 3,000 이상, m은 10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1에서, n은 3,072이고 m은 1,024이다. 
n×m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는 m개의 x-방향 배선(1003) 및 n개의 y-방향 배선(1004)을 갖는 단순 매트릭스
형으로 배열된다. 소자(1001 내지 1004)에 의해 구성된 부분을 전자원이라 한다.
    

도 13은 전자원의 개략적인 부분 확대 평면도이다.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는 x-방향 배선 및 y-방향 배선(100
3, 1004)에 의한 단순 매트릭스형으로 기판 상에 배열된다. x-방향 배선 및 y-방향 배선(1003, 1004)의 교차부에
는, 절연층 (도시 생략)이 이들간에 형성되어 이들을 전기적으로 절연시킨다.

실시예 1에서, 전자원의 기판(1001)은 기밀 용기의 배면판(1005)에 고정된다. 전자원의 기판(1001)이 충분한 강도
를 가지면, 전자원의 기판(1001)은 기밀 용기의 배면판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형광막(1008)은 전면판(1007)의 하부 표면 상에 형성된다. 실시예 1은 컬러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므로, 형광막(10
08)은 세가지 색상, 즉 적색, 녹색 및 청색의 형광 물질로 도포된다.

도 14a에서, 형광 물질은 스트라이프 형상으로 형성되며, 흑색 부재(1010)가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들간에 제공된다.

3원색의 형광 물질의 배열은 도 14a에 도시된 것과 같은 스트라이프형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형광 물질은 도 14b에서 도시된 것과 같은 델타 레이아웃 또는 다른 레이아웃으로 형성될 수 있다.

Al 재료로 제조되고 CRT 분야에서는 공지된 메탈 백(1009)이 배면판과 대향하는 형광막(1008)의 표면상에 형성된다.

밀봉 구조를 위한 전기 접속 단자(Dx1 내지 Dxm, Dy1 내지 Dyn, 및 Hv)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전기 회로(도시 없음)
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킨다. 단자(Dx1 내지 Dxm)는 전자원의 x-방향 배선(1003)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며, Dy1 내지 
Dyn은 전자원의 y-방향 배선(1004)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Hv는 전면판의 메탈 백(1009)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용기를 진공화하기 위해서, 용기에 부착된 진공 튜브가 조립후에 진공 펌프(둘다 도시 안됨)에 접속되고, 약 10 -5 Pa
의 압력으로 진공이 된다. 그 후, 진공 튜브는 기밀 용기를 형성하기 위해 봉입된다. 기밀 용기내의 진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게터 막(도시 없음)이 봉입 후의 기밀 용기내의 선정 위치에 형성된다. 게터 막은 RF 가열에 의해 주로 Ba를 
함유하는 게터 재료를 가열하고 증발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실시예 1에 따른 디스플레이 패널의 기본 구조가 설명되었다.

다음으로, 실시예 1에 따른 디스플레이 패널에 이용되는 전자원을 제조하는 방법이 설명된다.

(1) 도 15a에 도시된 것처럼, 소자 전극(1102 및 1103)이 기판(1101) 상에 형성된다.

형성시에, 기판(1101)이 세정제, 순수, 및 유기 용매로 완전 세정되고, 소자 전극 재료가 피착된다(피착법은 증발 또는 
스퍼터링과 같은 진공 증착 기술일 수 있음). 피착된 전극 재료는 포토리쏘그라피 및 에칭에 의해 도 15a에 도시된 것
과 같은 한 쌍의 소자 전극(1102 및 1103)으로 패턴화된다.

표면 도전형 전자 방출 소자를 포함하는 도전막이 x-방향 배선 및 y-방향 배선(후술함)에 전기적으로 직접 접속될 수 
있는 한 소자 전극은 생략될 수 있다.

기판(1101)의 예로는 수정 유리 및 소다 석회 유리 기판과 같은 다양한 유리 기판, 알루미나 기판과 같은 다양한 세라
믹 기판, 및 상술한 기판 각각에 SiO 2 를 적층함에 의해 마련된 기판이 있다. 실시예 1은 소다 석회 유리 기판을 채용한
다.

 - 7 -



등록특허 10-0341732

 
서로 기판(1101)에 평행하게 형성된 소자 전극(1102 및 1103)은 도전성 재료로 제조된다. 도전성 재료의 예로는 N
i, Cr, Au, Mo, W, Pt, Ti, Cu, Pd 및 Ag와 같은 금속, 이들 금속의 합금, In 2 O3 및 SnO2 와 같은 금속 산화물, 및 폴
리실리콘과 같은 반도체가 있다. 전극은 진공 증착과 같은 막 피착 기술과 포토리쏘그라피 또는 에칭과 같은 패터닝 기
술의 조합에 의해 용이하게 형성될 수 있으나, 다른 방법(예를 들면, 프린팅 기술)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 실시예 1
에서, 소자 전극은 Pt로 제조된다.

소자 전극(1102 및 1103)의 형상은 전자 방출 소자에 적용시킬 목적으로 적절히 설계된다. 일반적으로, 전극 간격(L)
은 수백 Å 내지 수백 ㎛ 범위, 양호하게는 수 ㎛ 내지 수십 ㎛ 범위내의 적절한 값을 선택함으로써 설계된다. 전극 두
께 d는 수백 Å 내지 수 ㎛ 범위내에서 적절히 선택된다.

(2) 도 8 및 13에 도시된 1,024개의 x-방향 배선(1003) 및 3,072개의 y-방향 배선(1004)은 소자 전극에 접속되도
록 형성된다. 절연층이 x-방향 배선 및 y-방향 배선의 교차점에 형성된다.

배선(1003 및 1004) 및 절연층이 포토리쏘그라피에 의해 형성된다. 배선용 재료로는 Ag가 이용된다. 절연층용의 재
료로는 SiO2 가 이용된다.

(3) 도 15b에 도시된 것처럼, 도전성 박막(1104)이 소자 전극(1102 및 1103)의 각각의 쌍 사이에 형성된다.

형성시에, 유기 용매 금속 화합물이 도 15a의 기판의 전체 표면에 도포되고, 건조되고, 소결되어 도전막을 형성한다. 
도전막은 포토리쏘그라피 및 에칭에 의해 선정 형태로 패턴화된다. 용매는 도전성 박막내에 주 성분으로서 함유되는 금
속 성분의 유기 금속 화합물을 함유한다. 실시예 1은 Pd를 금속 성분으로 이용한다. 실시예 1은 도포 방법으로서 디핑
을 채용하나, 스피너 방법 또는 스프레잉과 같은 다른 방법이 채용될 수 있다.

도전막의 두께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된다: 도전막을 소자 전극(1102 또는 1103)에 전기적으로 접속
시키는데 필요한 조건, 포밍 공정을 위한 조건(후술함), 도전막 자체의 전기적 저항을 적절한 값으로 설정하기 위한 조
건 등. 더 상세하게는, 두께는 수 Å 내지 수천 Å, 더 양호하게는 10Å 내지 500Å 범위내에서 선택된다.

도전막을 형성하는데 이용되는 재료의 예로는 Pd, Pt, Ru, Ag, Au, Ti, In, Cu, Cr, Fe, Zn, Sn, Ta, W 및 Pb과 같은 
금속, PdO, SnO 2 , In 2 O3 , PbO 및 Sb 2 O3 등의 산화물, HfB2 , ZrB2 , LaB6 , CeB6 , YB4 및 GdB4 등의 붕소화합물, T
iC, ZrC, HfC, TaC, SiC 및 WC 등의 탄소화합물, TiN, ZrN 및 HfN 등의 질소화합물, Si 및 Ge 등의 반도체, 및 탄소 
등의 재료로부터 적절히 선택될 수 있다.

도전성 박막(1104)의 시트 저항값은 10 3 내지 107 Ω/?의 범위 내로 설정된다.

도전성 박막(1104) 및 소자 전극(1102 및 1103)이 만족스러운 전기접속을 형성시킬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들은 
상호 부분적으로 중첩된다. 도 15b에 도시된 예에서, 기판, 소자 전극, 및 도전성 박막은 아래로부터 이 순서로 적층되
어 중첩된 구조를 형성하나, 기판, 도전성 박막, 및 소자 전극의 순으로 아래로부터 적층될 수도 있다.

상술한 단계에 의해, 포밍 공정 이전의 전자원이 형성된다.

(4) 도 15c에 도시된 것처럼, 적절한 전압이 소자 전극(1102 및 1103) 사이에 인가되어 통전 포밍 공정을 수행하여, 
각 도전막내에 간극을 형성하게 된다.

실시예 1의 통전 포밍 방법이 아래에 상세히 설명된다.

    
도 1은 포밍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의 개념도이다. y-방향 배선(13)(Dy1 내지 Dyn)은 공통 접지에 접속되고, x
-방향 배선(12)(Dx1 내지 Dxm)은 배선 변경 유닛에 접속된다. 유닛(14)은 전자원(11)의 x-방향 배선을 반도체 장
치 또는 릴레이와 같은 스위칭 소자를 통해 포밍 전압 발생기(15) 또는 접지에 개별적으로 접속시킨다. 유닛(14)은 x
-방향 배선 단위의 접속을 스위칭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아메터(17)는 포밍 전압 발생기로부터 공급된 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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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할 수 있다. 유닛의 제어 및 포밍 전압 발생기 및 아메터로부터의 데이타 수신은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통한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제어기(16)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실시예 1에서 포밍 전압을 인가하는 방법이 설명된다. 실시예 1에서, 한 그룹은 64개의 x-방향 배선에 의해 구성된다.

더욱 상세하게는, 1,024개의 x-방향 배선은 각각이 64개의 x-방향 배선으로 구성된 16개 그룹으로 할당된다. 포밍 
전압은 그룹 단위로 인가된다. 한 그룹에 대한 포밍 공정의 종료시에, 배선을 변경하기 위한 유닛이 스위치되어 다음 그
룹에 대한 포밍 공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동작이 모든 전자 방출 소자에 대한 포밍 공정을 완료하도록 반복적으로 수행
된다.

    
각 그룹의 x-방향 배선은 매 16 배선 마다 선택된다. 즉, 각 그룹은 x-방향 배선(Dx1, Dx17, Dx33, Dx49, ..., Dx
1010)이 제1 그룹에 속하고, x-방향 배선(Dx2, Dx18, Dx34, Dx50,..., Dx1011)이 제2 그룹에 속하도록 설정된다. 
이러한 설정은 통전 포밍 공정에 의한 주울 열이 전체 기판 상에서 거의 균일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기판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여 열 응력 등에 의해 간극을 형성하고 기판을 손상시키는 악영향이 방지될 수 있다. 도 2는 포밍 전
압이 제1 그룹에 인가되는 경우의 기판의 온도 분포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각 그룹에 속하는 배선들 사이의 간격이 실
시예 1과 엄격히 같도록 설정되나, 상술한 효과는 주울 열의 발생이 거의 균일한 한은 얻어질 수 있으므로 그렇게 엄격
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됨에 유의한다.
    

도 3은 포밍 전압 발생기에 의해 인가된 펄스 파형의 예를 도시한다. 도 3에서, 펄스 폭이 T1이고 펄스 간격이 T2이며 
펄스 피크값(Vpf)이 점차로 증가하는 3각파 펄스 전압이 인가된다. 피크값 Pm을 갖는 4각파 펄스가 이때 전류의 흐름
을 감시하기 위해서 삽입되고, 포밍 공정의 진행을 검출한다.

더욱 상세하게는, 전자원은 약 10-3 Pa의 압력에서 진공으로 설정되고, 피크값(Vpf)은 T1=1msec 및 T2=10msec에 
대해 점차 증가한다. 5개의 포밍 3각파 펄스가 인가될 때마다, 약 0.1V의 피크값을 갖는 모니터 4각파 펄스 Pm이 인가
되어 아메터에 의해 전류를 검출하고 각 그룹에 대해 포밍 공정의 완료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구성 요소 당 저항값이 
1MΩ을 넘는 경우, 그룹에 대한 공정은 완료되고 배선 변경 유닛에 의해 전압이 인가되는 배선을 변경함에 의해 다음 
그룹으로 천이한다. 이러한 공정은 반복 수행되어 포밍 공정을 완료한다.

x-방향 배선의 수가 큰 경우, 이러한 방법은 x-방향 배선의 선택에 대해 1 대 1 방식으로 포밍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에 비해 공정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1 그룹에 속하는 x-방향 배선의 수가 실시예 1에서는 64이나, 전자 방출 소
자 및 배선의 설계에 따라 적절히 선택될 수 있다.

도 4는 실시예 1의 포밍 공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실시예 1에서, 포밍 공정 이전의 전자원이 용기를 형성하도록 봉입된 이후에 포밍 공정이 완성된다.

(5) 도 15d에 도시된 것처럼, 전원으로부터 적절한 전압이 소자 전극(1102 및 1103) 사이에 인가되어 활성화 공청이 
수행된다.

더욱 상세하게는, 포밍 공정을 수행한 용기는 그 내부가 1.3x10 -2 내지 1.3x10-3 Pa 사이의 범위의 압력내로 유지되
고, 전압 펄스는 각 도전막에 주기적으로 인가되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유기 화합물로부터 유도된 탄소막(1110)을 피
착한다.

도 16a 및 16b는 활성화 공청을 위해 전원으로부터 인가된 적절한 전압 파형의 예를 도시한다. 실시예 1에서, 도 16a
에 도시된 2개의 극성을 갖는 상수 전압의 4각파가 주기적으로 인가되어 활성화 공청을 수행한다. 4각파는 ±14V의 전
압, 1msec의 펄스 폭(T3), 및 10msec의 펄스 간격(T4)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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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기는 진공 튜브를 통해 약 10 -6 Pa로 진공이 된다. 이러한 진공에서, 용기는 가열된다. 다음으로, 진공 튜브는 
기밀 용기를 형성하기 위해 봉입(칩 오프)된다.

상술한 단계에 의해 제조된 실시예 1의 디스플레이 장치는 균일한 고 휘도 화상을 얻도록 구동된다.

[실시예 2]

실시예 2에서, 실시예 1에 서술된 전자원과 동일한 x-방향 배선은 실시예 1과 유사하게 그룹화되고, 펄스 전압은 상술
한 스크롤 방법에 의해 각 그룹에 인가된다.

    
도 5는 실시예 2에서 포밍 공정을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장치의 배열의 예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5에서, 참조 번호 
12는 x-방향 배선을 표시하고, 13은 y-방향 배선을 표시한다. 이 장치내의 포밍 전압 발생기(15)는 16개의 출력 단
자를 포함하며 1회 천이한 펄스를 출력한다. 배선 변경 유닛(14)은 포밍 전압 발생기의 출력 단자를 배선에 접속시켜
서 출력 단자(1)가 그룹 1의 x-방향 배선에 접속되도록 하며, 출력 단자(2)는 그룹 2의 x-방향 배선에 접속시키고, .. 
출력 단자(16)(=M/i)는 그룹 16의 x-방향 배선에 접속된다. 아래의 방법은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장치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유닛은 초 고속 스위칭 속도를 가져야 한다. 실시예 2의 장치에서, 포밍 전압 발
생기(15)는 복수의 출력 단자를 가져야 하며, 유닛(14)이 고속으로 동작할 필요는 없더라도 각각의 출력 단자는 펄스
를 순차적으로 출력하도록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구성의 장치는 유닛(14)의 구성 요소가 기계적인 릴레이 스위치인 
경우에 적합하다.
    

    
실시예 2의 그룹 방법에 따르면, 실시예 1에서와 같이 1,024개의 x-방향 배선이 각각이 64개의 x-방향 배선으로 구
성되는 16개 그룹에 할당된다. 펄스를 각각의 그룹에 인가하는 방법이 도 6을 참조로 설명된다. 1 펄스가 인가될 때마
다, 배선 변경 유닛은 포밍 전압 발생기에 의해 생성된 펄스가 인가되는 그룹을 스위칭한다. 도 6에 도시된 것처럼, 펄
스가 그룹 1에 인가된 후에, 유닛은 포밍 전압 발생기를 그룹 2의 배선으로 스위칭하여 1 펄스를 인가한다. 이러한 동
작은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그룹 16까지 펄스를 인가한다. N을 그룹의 수로 놓고, 펄스 폭(T1) 및 펄스 간격(T2)는 반
드시 T1≤T2/N의 관계를 갖는다. 배선이 상술한 방식으로 그룹화되는 경우, T1≤T2/16가 유지된다. T1=1msec에 
대해, T2≥16msec가 유지된다.
    

    
실시예 2에서, 연속 그룹에 의해 선택된 x-방향 배선(예를 들면, 그룹 1 및 2)은 또한 일정 간격으로 선택된다. 즉, 포
밍 전압이 인가되는 한 그룹을 구성하는 x-방향 배선, 및 포밍 전압이 다른 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중간에 낀 x-방향 
배선에 인가되는 그룹을 구성하는 x-방향 배선 등이다. 실시예 2에서, 포밍 전압의 펄스는 포밍 공정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짧은 간격마다 연속 그룹에 인가된다. 그러므로, 간격을 연속 그룹의 x-방향 배선들 사이로 
설정하는 것은 포밍 전압의 인가를 따라 전자원 기판상에 생성된 열을 거의 균일하게 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도 17에 도시된 것처럼, x-방향 배선 1, 17, 33, 49, ..., 1+(m/i)*(i-1)이 그룹 1에 대해 선택되
고, x-방향 배선 5, 5+16, 5+32, ..., 5+(m/i)(i-1)가 그룹 2에 대해 선택되고, x-방향 배선 a(k), a(k)+16, a(
k)+32, ..., a(k)+(m/i)(i-1)이 그룹 k에 대해서 선택된다. 전자 방출에 이용되는 x-방향 배선의 총 수로서, 예를 
들면 실시예 2의 경우에는 1024이고, i는 그룹의 총 수로서 예를 들면, 16이다. 실시예 2에서, a(k)의 값은 k=1 내지 
m/i의 경우 1, 5, 13, 2, 6, 10, 14, 3, 7, 11, 15, 4, 8, 12, 및 16이다. a(k) 값은 전자원 기판 상에 생성된 열이 거
의 균일하게 되는 한 이러한 설정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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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밍 전압이 각 그룹에 순차적으로 인가되므로, 단위 시간 당의 전자원 기판 상의 열 생성량은 증가한다. 그러나, 기판
은 열생성량의 절대값의 경우 보다는 기판 상의 열의 집결에 의해 파손되거나 변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유
로, 기판의 파손 또는 변형이 그러한 포밍 전압 인가 방법에 의해 방지될 수 있어서 실시예 2와 같이 기판 상에서 생성
된 열이 거의 균일하도록 한다.

상술한 것처럼, 실시예 2에서의 포밍 공정은 실시예 1의 경우에 비해 그 공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포밍 전압을 인
가한 경우 전자원 기판의 변형 또는 파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실시예 3]

실시예 3에서, 배선, 전극, 및 도전막이 프린팅 및 잉크-젯 방법을 이용하여 형성된다. 실시예 3에서의 포밍 방법이 통
전 포밍 공정이 환원 공기에서 수행되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2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전압이 연속적으로 인가
되는 2개의 그룹을 구성하는 x-방향 배선이 다른 그룹의 x-방향 배선에 샌드위치된다.

실시예 3의 제조 방법이 도 8, 18a 내지 18c, 및 19a 내지 19c를 참조로 간략히 설명된다. 편의상, 도 18a 내지 18c 
및 19a 내지 19c는 9개의 전자 방출 장치만을 도시하나, 실제로는 480 x 2,442 엘리먼트가 형성된다.

단계-1: 전극 형성 단계

SiO2 층이 세정된 소다-석회 유리 상에 CVD에 의해 형성되어 기판(1)을 형성한다. 유기 Pt 화합물을 함유하는 잉크를 
이용한 오프셋 프린팅에 의해, 480 x 2,442 쌍의 pt 전극(2 및 3)이 형성된다(도 18a). 각 전극 쌍 사이의 간격이 2
0㎛가 되도록 설계된다.

단계-2: 배선 형성 단계

주 성분으로서 Ag를 함유하는 페이스트를 이용한 스크린 프린팅에 의해, 2,442개의 y-방향 배선(13)이 형성된다(도 
18b). 다음으로, 절연층(14)이 유리 페이스트를 이용하는 스크린 프린팅에 의해 형성된다(도 18c). 주 성분으로서 A
g를 함유하는 페이스트를 이용하는 스크린 프린팅에 의해, 480개의 x-방향 배선(12)이 형성된다(도 19a). 실시예 3
에서, 480개의 x-방향 배선 및 2,442개의 y-방향 배선이 형성된다.

단계-3: 소수성(hydrophobic) 처리 단계

전극, 배선, 및 층간 절연층을 갖는 기판이 실란 결합제를 이용하여 소수성 처리된다.

단계-4: 유기 Pd 화합물을 함유하는 수용액의 물방울이 잉크-젯 장치에 의해 각각의 전극(2 및 3) 쌍에 인가된다. 인
가된 수용액이 건조되어 유기 Pd 화합물의 막을 형성한다. 유기 Pd 화합물 막이 350℃로 소부(bake)되어 주로 PdO를 
함유하는 도전막(4)을 형성한다(도 19b).

이러한 단계에 의해, 포밍 공정 이전의 전자원 기판이 형성된다.

단계-5: 전면판 형성 단계

형광 물질 및 흑색 매트릭스로 제조된 형광막(1008)이 프린팅에 의해 글래스 기판(1007) 상에 형성된다. Al 막은 진
공 증착에 의해 형성되어 메탈 백(1009)을 형성한다.

단계-6: 봉입(본딩) 단계

포밍 공정 이전의 전자원 기판, 전면판, 및 지지 프레임이 도 8에 도시된 것처럼 조립되고, 결합부에 도포된 플릿 유리
가 가열되고, 용화되고, 엔벨로프(28)를 구성하도록 부착된다. 실시예 3은 전자원 기판을 배면판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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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바는 없지만, 엔벨로프(28)는 그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전자원 기판(배면판)과 전면판 사이에 스
페이서를 포함하며, 화상 형성 장치의 완성시에 엔벨로프의 내부 압력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게터를 포함한다.

또한, 도시된 바는 없지만, 진공 튜브는 엔벨로프를 진공화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가스를 유입하기 위해 엔벨로프에 
부착된다.

고전압 연결 단자(87)는 엔벨로프(28)의 메탈 백(metal back)(1009)에 연결된다. 메탈 백은 화상 형성 장치를 구동
할 때 고전압원에 연결된다.

단계 7 : 통전 포밍 단계

도 8에서의 y-방향 배선의 모든 외부 단자 Dy1, Dy2,..., Dy2442는 접지되고, x-방향 배선의 외부 단자 Dx1, Dx2,..., 
Dx480은 구동기의 해당 출력 단자에 연결된다.

실시예 3에 사용된 구동기는 480개의 x-방향 배선에 해당하는 독립된 펄스 발생기를 포함한다. 그 구동기는 또한 각 
펄스 발생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펄스의 타이밍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을 가진다.

실시예 3에서, 480개의 x-방향 배선은, 한 그룹이 매 80개의 x-방향 배선마다 각각 선택된 6개의 배선에 의해 구성
되어 그룹을 이룬다.

그룹의 총 수는 80개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펄스 전압은 포밍 처리를 수행하도록 상기 스크롤법(scroll method)에 의해 각 그룹에 인가
된다.

즉,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시예 3은, 한 그룹에 인가된 펄스 전압의 펄스 간격(T2)동안 모든 나머지 그룹에 펄스 
전압을 인가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한다. 펄스 전압은 각 그룹에 동시에 인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시하라. 도 6
이 3각 펄스를 도시함에도 불구하고, 실시예 3의 펄스 형태는 4각파이다.

이러한 스크롤법에서, 각 그룹에 전압을 인가하는 규칙은 근접한 x-방향 배선에 의해 구성된 그룹에 전압을 연속적으
로 인가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보다 명확히는, 제1 펄스 전압은 제1 x-방향 배선으로부터 매 80개의 x-방향 배선마다 각각 선택된 (그룹 1로 지칭
되는) x-방향 배선에 동시에 인가된다. 제2 펄스 전압은 제41 x-방향 배선으로부터 매 80개의 x-방향 배선마다 각
각 선택된 (그룹 41로 지칭되는) x-방향 배선들에 동시에 인가된다.

유사하게, 전압이 인가된 그룹을 구성하는 x-방향 배선과 , 다음에 전압이 인가된 그룹을 구성하는 x-방향 배선이, 다
른 그룹을 구성하는 x-방향 배선을 개재시키도록 전압이 인가된다.

펄스 전압이 모든 그룹에 인가된 후, 펄스 전압이 각 그룹에 각각의 전자 방출 영역(5)이 형성된 결과로써 각각 인가된
다(도 19c).

이하, 포밍 단계가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밀봉 엔벨로프에 부착된 진공 튜브는 진공 펌프 (배기 장치)와 가스 공급 장치 등을 가진 진공 장치에 연결된다. 전체 
엔벨로프가 50℃에 유지되는 동안, 엔벨로프는 진공이 된다. 진공 튜브로의 진공 장치 연결부 근처에 정렬된 압력 게이
지에 의해 측정되는 압력이 약 10-5 ㎩에 이를 때, 펄스 인가는 스크롤 포밍법에 의해 개시된다.

그 때에 인가된 펄스는 10 V의 피크값(peak value), 3 msec의 펄스 폭, 및 880 msec의 펄스 간격을 가진 4각파 펄
스이다. 타이밍은 상기의 방식으로 선택된 각 그룹에 11 msec의 쉬프트(shift)되는 펄스를 인가하도록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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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의 N2 및 2%의 H2 의 가스 혼합제가 펄스 인가의 개시 후 5 sec에서 진공 장치에 주입된 후 즉시, 모든 성분에 대
한 포밍 처리는 완성된다.

단계 8 : 통전 활성화 단계

포밍 단계 후, 엔벨로프는 다시 진공이 된다.

그 후, 벤조니트릴(benzonitrile)이 엔벨로프로 주입된다. 주입비는 엔벨로프의 진공 튜브 근처에서의 압력 게이지에 
의한 압력 측정값이 약 1.3 × 10 -3 ㎩로 설정되도록 제어된다. 이 처리에서, 480개의 x-방향 배선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10개의 연속적인 x-방향 배선에 의해 각각 구성된 48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실시예 3에서, 활성화 처리는 그룹 단위로 완성된다.

다시 말하자면, 제1 그룹에 대한 활성화 처리가 완성된 후에, 제2 그룹에 대한 활성화 처리가 개시된다. 제2 그룹에 대
한 활성화 처리가 완성된 후에는, 제3 그룹에 대한 활성화 처리가 개시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48개의 모든 그룹
에 대한 활성화 처리가 완성된다.

각 그룹 내에서의 활성화 처리에서는, 펄스 전압이 스크롤법에 의해서 각 x-방향 배선에 인가된다.

즉, 한 x-방향 배선에의 펄스 인가 및 다음 펄스 인가간의 간격에서, 펄스는 모든 남은 배선에 인가된다. 그 펄스가 각 
x-방향 배선에 동시에 인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시하라.

실시예 3의 활성화 처리는 1 msec의 펄스 폭, 10 msec의 펄스 간격, 및 14 V의 피크값을 갖는 4각파 펄스를 채용한
다.

단계 9 : 안정화 단계

활성화 단계 후, 엔벨로프는 진공 펌프에 의해 진공이 되면서 10 hrs동안 200℃에 유지된다.

그 때, 진공 장치의 압력 게이지는 1.3 × 10 -5 ㎩의 값을 나타낸다.

단계 10 : 밀봉 (치핑 오프(chipping off)) 단계

엔벨로프에서의 게터 세트(getter set)가 게터 처리를 수행하도록 RF-히트(Rf-heat)되고, 진공 튜브가 가열되고 밀
봉된다.

따라서 포밍된 화상 형성 장치는 화상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회로에 연결된다. 5 kV의 전압이 화상을 디스플레이하도록 
고전압 연결 단자를 통해 메탈 백에 인가되어, 그에 의해 화상 형성 장치가 일정한 고화질 화상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예 4]

실시예 4에서, 엔벨로프는 포밍 및 활성화 단계 후에 밀봉된다. 나머지 단계는 실시예 3과 동일하다.

실시예 4에 따른 전자원 및 화상 형성 장치 제조 과정이 기술될 것이다.

통전 포밍 처리 전의 전자원은 실시예 3과 동일한 단계 1 내지 4 에 의해 형성된다.

포밍 처리 전의 전자원은 진공실(vaccum chamber) 내에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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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실은 기판 (기판 상의 배선, 전극 등을 구성하여 형성된 물체는 이후부터 편의상 전자원이라고 호칭됨) 등 상의 x
-방향 배선 및 y-방향 배선에 연결되도록 연결 단자를 포함하고, 진공실 외부로부터 각 배선으로 전압을 인가할 수 있
다. 진공실은 진공 장치에 의한 진공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소정의 가스를 도입할 수 있어서, 그에 의해 내부 분위기를 
제어할 수 있다.

통전 포밍 및 통전 활성화 처리는 실시예 3의 단계 7 및 8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

엔벨로프는 단계 6에 해당하는 밀봉 단계에 의해 형성된다.

실시예 4의 밀봉 단계에서, 비활성 가스, 예를 들면 아르곤 가스 내에서 프리트 글래스(frit glass)를 이용하여 부분들
이 조립, 가열 및 접착되어, 그에 의해 엔벨로프를 형성한다.

그 후에, 실시예 3의 단계 9와 동일한 안정화 단계 및 단계 10과 동일한 게터 처리가 진공 튜브를 밀봉하고 기밀 용기
를 형성하도록 수행된다.

실시예 4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화상 형성 장치는, 실시예 3에서 제조된 화상 형성 장치와 유사하게, 일정한 고화질 화
상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실시예 5]

실시예 5의 디스플레이 판넬 등의 구조 및 제조 방법은 포밍 처리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하다.

실시예 5에서, 한 그룹은 2개의 근접한 x-방향 배선들로 각각 이루어진 i개의 단위(unit)를 선택함으로써 형성된다. 
실시예 5에서, x-방향 배선들은 i=32 에 대해 m/(2*i) (실시예 5에서는 1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m은 x-방향 
배선의 총 수이고, 실시예 5에서는 m=1024임을 명심하라.

각 그룹을 구성하는 단위는 ((m/i)-2) (실시예 5에서는 30)개의 x-방향 배선의 동일 간격에서 선택된다. 좀 더 자세
히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x-방향 배선 1, 2, 33, 34,..., 1+(m/i)*(i-1), 및 2+(m/i)*(i-1)은 그룹 1로 선택
되고, x-방향 배선 k, k+1, k+32, k+1+32,..., k+(m/i)*(i-1), 및 k+1+(m/i)*(i-1)은 그룹 k로 선택된다.

실시예 5는 포밍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소자 및 방법을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채용한다.

그룹을 구성하는 단위가 실시예 5에는 2개의 근접한 x-방향 배선이므로, 기판 상의 온도 분포는 실시예 1에서보다 균
일하지 않다. 그러나, 기판 온도의 균일성은 동일 그룹에 속하는 모든 배선들이 연속인 경우와 비교하여 개선된 것이다.

[실시예 6]

    
실시예 6은, x-방향 배선의 그룹이 실시예 1과 유사하게 설정된 때, 또 다른 전압 인가 방법을 채용한다. 모든 x-방향 
배선은 거의 동일한 수의 다수의 그룹들로 나뉘고, 포밍 처리는 종래의 스크롤법에 의해 그룹 단위로 수행된다. 즉, 모
든 x-방향 배선은 예를 들어 10개의 x-방향 배선으로 각각 구성되는 다수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그룹 
1은 Dx1, Dx103, Dx205,...로 구성되고, 그룹 2는 Dx2, Dx104, Dx206,...으로 구성된다. x-방향 배선의 총 수가 
1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배선들은 적절히 다른 그룹에 할당된다는 것을 주시하라. 적절한 펄스 전압은, 
종래의 스크롤법과 동일한 타이밍에 그룹 1에 인가된다. 다시 말하자면, 한 펄스가 Dx1에 인가된 후, 배선 변경 단위는, 
Dx103로의 포밍 전압 발생기의 연결을 스위치하여 한 펄스를 인가하고, Dx205에의 연결을 더 스위치한다. 펄스들이 
그룹 1의 모든 배선에 하나씩 인가될 때, 단위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단계를 실행하도록 다시 Dx으로의 연결을 스위치
한다. 반복적으로 펄스를 인가함으로써 그룹 1의 배선에 대한 포밍 처리가 완성되면, 동일한 처리가 그룹 2에 대해 수
행된다. 이러한 동작이 반복적으로 실행되어 모든 전자 방출 소자에 대한 포밍 처리를 완성한다. 이러한 방법이 채용될 
때, 포밍 펄스의 듀티(duty)는 한 그룹에 속하는 배선의 수의 역수에 의해 제한된다. 예를 들어, 10%의 듀티를 얻기 
위해서는, 한 그룹에 속하는 배선의 수는 10 내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룹의 수가 포밍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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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연장하도록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y-방향 배선을 통해 흐르는 전류는 한 x-방향 배선으로부터 흐르는 전류일 
뿐이어서, y-방향 배선의 저항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다.
    

[실시예 7]

실시예 7은 배선, 전극, 및 프린팅과 잉크젯(ink-jet)법에 의한 도전막의 형성에 의해 얻어지는 전자원을 제조하고 상
기 포밍 처리를 수행하는 방법과 전자원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를 가리킨다. 이 제조 방법은 도 8, 18a 내지 18c, 
및 19a 내지 19c를 참조하여 간단히 설명될 것이다.

단계 1 : 약 80 nm 두께의 SiO 2 층은 기판(1)을 형성하도록 CVD에 의한 정화된 소다 석회 글래스(soda-lime glass) 
상에 형성된다. 유기 백금(Pt) 화합물을 포함하는 잉크를 사용하는 오프셋(offset) 프린팅에 의해, 백금 전극(2 및 3)
이 형성된다(도 18a). 전극 간의 간격은 20 ㎛로 설계된다.

단계 2 : y-방향 배선(13)은, 주로 은(Ag)을 포함하는 페이스트(paste)를 이용하여 스크린 프린팅함으로써 형성되고, 
층간 절연층(14)은 글래스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형성된다(도 18b 및 18c). x-방향 배선(12)은 y-방향 배선과 동일
한 형성 방법에 의해 형성된다. 실시예 7에서, 240개의 x-방향 배선과 720개의 y-방향 배선이 형성된다.

단계 3 : 전극, 배선, 및 레벨간 절연층을 가진 기판은 실란 결합제(silane coupling agent)를 사용하여 소수성으로 처
리된다.

단계 4 : 유기 백금 화합물을 포함하는 수용액의 작은 방울은 잉크젯 장치에 의해 각 전자 방출 소자의 전극(2 및 3)상
으로 도포된다. 도포된 방울이 말라 유기 백금 화합물의 막을 형성한다. 유기 백금막은 350 ℃에서 어닐링(anneling)
되어 주로 일산화백금(PdO)을 포함하는 도전막(4)을 형성한다.

단계 5 : 전면판(1007)은, 진공 증착에 의한 알루미늄(Al)막 형성 및 프린팅에 의해 글래스 기판 상의 흑색 매트릭스
와 형광 기판으로 이루어진 형광막(1008)을 형성함으로서 준비된다.

    
단계 6 : 전자원을 가진 기판은 배면판으로서 사용된다. 전면판, 배면판, 및 서포트 프레임(surport frame)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조립되고, 프리트 글래서와 함께 서로 접착되어, 엔벨로프(28)를 구성한다. 도시되지 않았지만, 엔벨
로프(28)는, 전자원 기판(배면판)과 전면판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전자원 기판과 전면판 간의 스페이서
(spacer)와, 화상 형성 장치 완성시의 엔벨로프의 내부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게터를 합병시킨다. 추가로, 도시되지 않
았지만, 엔벨로프를 진공으로 되게 하고 각 단계에 필수적인 가스를 주입하도록 진공 튜브가 엔벨로프에 부착된다. 고
전압 연결 단자(87)는 엔벨로프(28)의 메탈 백(1009)에 연결된다. 고전압 연결 단자(87)는, 화상 형성 장치 구동시
에 전자를 메탈 백(1009)쪽으로 가속하기 위해 고전압을 인가하도록 고전압원에 연결된다.
    

    
단계 7 : 이 단계는 본 발명의 한 특징으로서의 포밍 처리 단계이다. 도 8의 y-방향 배선의 모든 외부 단자 Dy1, Dy2,..., 
Dyn은 접지되고, x-방향 배선의 외부 단자 Dx1, Dx2,..., Dxm은 도 1의 배선에 대해 변화하기 위한 단위에 연결된다. 
실시예 7에서, 제1 내지 제3 x-방향 배선이 그룹 1을 구성하고, 제4 내지 제6 x-방향 배선이 그룹 2를 구성하고,..., 
제238 내지 제240 배선이 그룹 80을 구성하도록, 3개의 연속된 x-방향 배선은 하나의 그룹을 구성한다. 실시예 7은, 
실시예 2와 유사하게, 스크롤법에 의해 펄스 전압을 인가하는 방법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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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벨로프에 부착된 진공 튜브는 배기 장치 (진공 펌프), 가스 공급 장치 등을 가진 진공 장치에 연결된다. 전체 엔벨로
프가 50℃로 유지되는 동안, 엔벨로프는 진공으로 된다. 진공 튜브로의 진공 장치의 연결부 근처에 정렬된 압력 게이지
에 의해 측정되는 압력이 약 10-5 ㎩에 이를 때, 펄스 인가가 스크롤 포밍법에 의해 개시된다. 그 때 인가된 펄스는 10 
V의 피크값, 3 msec의 펄스 폭, 및 11 msec의 펄스 간격을 가진 4각파 펄스이다. 선택된 그룹은 이 펄스 간격과 동일
한 11 msec마다 배선에 대해 변화하기 위한 단위에 의해 변화되고, 펄스는 80 msec내에서 모든 그룹에 하나씩 인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각 x-방향 배선은 3 msec의 펄스 폭과 880 msec의 펄스 간격을 가진 펄스를 수신한다.

98%의 N2 및 2%의 H2 의 가스 혼합제가 펄스 인가의 개시 후 5 sec에서 진공 장치에 주입된 후 즉시, 모든 성분에 대
한 포밍 처리는 완성된다.

상기 펄스와 동일한 펄스 폭과 간격을 가진 펄스가 동일한 스크롤법에 의해 유사하게 제조된 엔벨로프에 인가되어, 그
에 의해 포밍 처리를 수행한다는 것을 주시하라. 이러한 결과로부터, 포밍 처리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1) 엔벨
로프의 온도가 실내 온도(약 20℃)로 설정되고, 98%의 N 2 및 2%의 H2 의 가스 혼합제가 주입될 때, 펄스 피크값은 약 
20V로 설정되어야 한다. (2) 98%의 N 2 및 2%의 H2 의 가스 혼합제가 주입되고, 엔벨로프의 온도가 실내 온도로 설정
된 때, 펄스 피크값은 약 14V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도전막의 환원 속도와 연관된 감소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엔
벨로프가 유지되는 양호한 온도는, 도전막의 재료, 그를 형성하는 미세 소자의 형태, 환원 가스의 종류 및 압력 등에 따
라 변한다. 그러므로, 엔벨로프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온도에 유지되는 동안 포밍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밍 단계 후에, 엔벨로프는 다시 진공으로 된다.

단계 8 : 활성화 과정이 수행된다. 벤조니트릴이 엔벨로프로 주입된다. 진공 장치의 진공 튜브 연결부 근처에서의 압력 
게이지에 의한 압력 측정값이 약 1.3 × 10 -3 ㎩로 설정되도록 주입비가 제어된다. 이 상태에서, 활성화 처리를 위한 
펄스는 연속적으로 x-방향 배선을 하나씩 스크롤하는 방법에 의해 인가된다. 이 펄스는 3 msec의 펄스 폭과 14V의 
피크값을 갖는 4각파 펄스이다.

단계 9 : 활성화 단계 이후, 안정화 단계가 수행된다. 엔벨로프가 진공 펌프에 의해 진공이 되면서 10 hrs동안 200 ℃
에 유지된다. 이 때, 진공 장치의 압력 게이지는 1.3 × 10 -5 Pa의 값을 표시한다.

단계 10 : 엔벨로프의 게터 세트는 게터 처리를 수행하도록 RF-히트되고, 진공 튜브는 가열되고 밀봉된다.

그래서 포밍된 화상 형성 장치는 화상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회로에 연결된다. 5 kV의 전압이 화상을 디스플레이하도록 
고전압 연결 단자를 통해 메탈 백에 인가되어, 그에 의해 화상 형성 장치가 일정한 고화질 화상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예 8]

실시예 8은 후술할 단계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7에서와 동일한 과정을 채용한다.

실시예 8의 방법에 의해 형성되는 전자원의 크기는 실시예 7에서 형성되는 전자원의 크기보다 더 크고, 480개의 x-방
향 배선과 2442개의 y-방향 배선을 갖는다.

    
포밍 처리에서의 스크롤법에 따라, 한 그룹은, 실시예 7과는 달리, 매 80 x-방향 배선마다 각각 선택된 6개의 배선을 
선택함으로써 설정된다. 전압은 실시예 7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각 그룹에 인가된다. 이는 동시에 선택된 배선의 수가 
실시예 7에서의 배선의 수의 2배이기 때문이며, 전압이 동시에 6개의 연속된 배선에 인가된다면, 온도가 올라서 임의의 
역효과를 미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실시예 8의 전자원보다 크기상 더 작은 실험용 전자원이 6개의 연속적인 배선을 
하나의 그룹으로 처리됨으로써 미리 시험되어, 임의의 배선에 연결된 전자 방출 소자의 방출 특성 (전자 방출량)이 약
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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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로부터, 동시에 선택된 배선의 수가 클 때에는, 동일한 그룹에 연속된 배선을 설정하는 것은 온도 상승에 큰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룹은 단속적으로 선택된 배선에 의해 양호하게 설정된다.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게 되는 배
선의 수는 도전막의 재료, 환원 가스의 종류와 농도, 및 기판의 온도 등에 따라 변한다. 그러므로, x-방향 배선의 그룹
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러한 조건의 고려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실시예 8에 의해 제조된 화상 형성 장치는 도 7과 유사하게 고화질 화상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확인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제조 방법은 포밍 단계의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방법은 포밍 단계
동안 기판상에 발생하는 열을 기판의 일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열 변형 및 기판
의 파손이 방지될 수 있다. 환원 가스에서의 포밍 단계는 심지어 대형으로 제조된 전자원에도 인가될 수 있다. 따라서, 
양호하고 균일한 전자 방출 특성을 가진 대형의 전자원 및 이 전자원을 이용한 화상 형성 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상에 배열된 복수의 x-방향 배선, 상기 x-방향 배선을 교차하는 복수의 y-방향 배선, 상기 x-방향 배선 및 y-
방향 배선을 전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한 절연층, 및 상기 x-방향 배선 및 y-방향 배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각각에 
간극을 갖는 복수의 도전막으로 구성되는 전자원(electron souce)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x-방향 배선 및 y-방향 배선에 접속될 복수의 도전막을 형성하는 도전막 형성 단계;

상기 복수의 x-방향 배선을 복수의 그룹으로 지정하기 위한 그룹핑(grouping) 단계; 및

상기 모든 그룹들에 대해, 동일한 그룹에 지정된 모든 배선들에 전압을 동시에 인가하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도전막에 간극을 형성하는 통전 포밍(energization forming)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그룹핑 단계에서,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는 배선들 사이에 다른 그룹들을 구성하는 배선들이 존재하도록, 복수의 
배선들이 각각의 그룹에 지정되고,

상기 통전 포밍 단계에서, 상기 전압은 하나의 그룹에 대해 선정된 시간 간격(interval)을 두고 복수회 인가되며, 상기 
시간 간격 중에는 다른 그룹에 인가되는 전자원 제조 방법.

청구항 2.

기판 상에 배열된 복수의 x-방향 배선, 상기 x-방향 배선을 교차하는 복수의 y-방향 배선, 상기 x-방향 배선 및 y-
방향 배선을 전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한 절연층, 및 상기 x-방향 배선 및 y-방향 배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각각에 
간극을 갖는 복수의 도전막으로 구성되는 전자원(electron souce)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x-방향 배선 및 y-방향 배선에 접속될 복수의 도전막을 형성하는 도전막 형성 단계;

상기 복수의 x-방향 배선을 복수의 그룹으로 지정하기 위한 그룹핑(grouping) 단계 - 상기 각 그룹을 구성하는 각각
의 배선 사이에 다른 그룹을 구성하는 x-방향 배선이 존재하도록 함 - ; 및

1개의 그룹을 구성하는 모든 x-방향 배선에 동시에 전압을 인가하는 공정을, 순차 다른 그룹에 수행하는 것에 의해, 
상기 복수의 도전막 각각에 간극을 형성하는 통전 포밍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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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되,

상기 통전 포밍 단계에서,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는 x-방향 배선과, 상기 하나의 그룹에 후속하여 전압이 인가되는 다른 
그룹을 구성하는 x-방향 배선과의 사이에, 또 다른 그룹을 구성하는 x-방향 배선이 존재하도록 하는 전자원 제조 방
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은 하나의 그룹에 대해 선정된 시간 간격(interval)을 두고 복수회 인가되는 전자원 제조 방
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그룹에 대한 전압 인가의 시간 간격 중에 나머지 그룹에 대해서 상기 전압이 인가되는 전
자원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인가 전압은 적어도 두개의 전압값을 포함하는 전자원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값은 점차로 증가하는 전자원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인가 전압은 일정한 값을 가지는 전자원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막이 산화물로 형성되고, 상기 포밍 단계는 상기 산화물을 환원시키는 가스를 상
기 도전막과 접촉시키면서 수행되는 전자원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환원 가스는 수소를 함유하는 전자원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유기 물질을 함유하는 가스를 상기 간극에 근접시키면서 전압을 각각의 상기 도전막에 인
가하여, 상기 간극 근처의 상기 도전막 상에 탄소막을 형성하는 통전 활성화(energization activation) 단계를 더 포함
하는 전자원 제조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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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통전 활성화 단계에서 상기 도전막에 인가되는 전압은 두가지 극성의 전압을 포함하는 전자원 
제조 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전자원과 화상 형성 부재를 갖는 화상 형성 장치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자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기재된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화상 형성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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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기판상에 배치된 복수의 x-방향 배선, 상기 x-방향 배선과 교차하는 복수의 y-방향 배선, 상기 x-방향 배선과 y-방
향 배선을 전기적으로 절연하는 절연층, 상기 x-방향 배선과 y-방향 배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각각에 간극을 갖는 
복수의 도전막으로 구성되는 전자원의 제조 장치에 있어서,

상기 x-방향 배선에 인가하는 통전 포밍 전압을 발생하는 통전 포밍 전압 발생 수단, 및

복수의 x-방향 배선을 선택하여 상기 통전 포밍 전압 발생 수단에 접속시키고, 후속하여, 상기 선택된 x-방향 배선과
는 다른 복수의 x-방향 배선을 선택하여 상기 통전 포밍 전압 발생 수단에 접속시키는 배선 스위칭 수단

을 포함하되,

상기 배선 스위칭 수단은, 상기 선택된 복수의 x-방향 배선과 상기 선택된 다른 복수의 x-방향 배선끼리는 상호 인접
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원 제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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