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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구비하는 전자빔 소스, 및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이 조
사됨에 따라 화상을 형성하는 화상 형성 부재를 기판 상에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 있어서, 상기 화
상 형성 부재는 스트라이프형 부재이고, 상기 다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 각각은 스트라이프형 부재가 
연장되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나란히 기판 표면에 배열되어 있는 음의 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양의 전극을 포함한다. 상기 장치에 있어서는, 냉음극 디바이스와 같은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과 같은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위치 관계가 조립 동안에 소정 위치 관계로부터 벗어날지라도 화질이 
열화되지 않는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화상 형성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도 및 제1b도는 본 발명의 제1 및 제2 실시예들의 각 디스플레이 패널들 내에서의 전자 방출 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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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들 및 형광 물질의 설정 위치들의 펑면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내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부분적으로 절단하
여 도시한 사시도.

제3도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페이스 플레이트 상에서 형광 물질의 어레인지먼트를 도시하는 평면도.

제4a도 제4b도는 본 발명에 사용된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전자빔 경로를 도시하는 단면도 및 
평면도.

제5a도 및 제5b도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형성되어 있는 방향을 도시하는 개략도.

제6a도 및 제6b도는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단면도 및 평면도.

제7a도 내지 제7c도는 전형적인 횡방향 전계 효과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도시하는 사시도.

제8a도 및 제8b도는 횡방향 전계 효과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단면도 및 평면도.

제9a도 및 제9b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사용된 평면형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도시하는 단면
도 및 평면도.

제10a도 및 제10e도는 평면형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연속 제조 단계들을 도시하는 단면도.

제11도는 통전에 의한 포밍 공정에 인가된 전압의 파형을 나타낸 차트.

제12a도 및 제12b도는 통전에 의한 활성화 공정에 인가된 전압의 파형, 및 방출 전류 Ie에서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차트.

제13도는 본 실시예에 사용된 스텝형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도시하는 단면도.

제14a도 내지 제14f도는 스텝형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연속 제조 단계들을 도시하는 단면도.

제15도는 본 실시예에 사용된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전형적인 특성을 도시하는 그래프.

제16도는 본 실시예에 사용된 멀티-전자빔 소스 기판의 평면도.

제17도는 본 실시예에 사용된 멀티-전자빔 소스 기판의 부분 단면도.

제18도는 실시예 1의 전기 회로의 블록도.

제19도는 메모리에 보정값을 저장하기 위한 단계들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

제20도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과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들이 이들 사이에 위치 편차없이 어셈블될 때 
전자빔에 의해 조사된 위치들을 나타낸 평면도.

제21도는 조립시에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들이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대해 Y-방향으로 편향될 때 조사
된 전자빔들의 위치들을 도시하는 평면도.

제22도는 조립시에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들이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대해 X-방향으로 편향될 때 조사
된 전자빔들에 의해 조사된 위치들을 도시하는 평면도.

제23도는 조립시에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들이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대해 소정 각도로 비스듬히 편향
될 때 전자빔들에 의해 조사된 위치들을 도시하는 평면도.

제24도는 실시예 2의 전기 회로의 블록 다이어그램.

제25a도 내지 제25c도는 실시예 3의 보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제26a도 및 제26b도는 실시예 3의 디스플레이 패널 내에서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 및 형광 물질의 스트
라이프들의 설정 위치들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평면도.

제27도는 실시예 3의 전기 회로의 블록 다이어그램.

제28도는 발명자들에 의해 시도된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에 대한 배선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다이어그램.

제29도는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패널 내에서 본 발명의 의해 해결된 기술적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제30도는 종래에 공지된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한 예를 도시하는 평면도.

제31도는 종래에 공진된 FE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한 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제32도는 종래에 공진된 MIM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한 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기판                                 2 : 전자 방출 디바이스

3 : 행방향 배선                      4 : 열방향 배선

5 : 리어 플레이트                   6 : 측면 플레이트

7 : 페이스 플레이트                8 : 형광막

9 : 금속 백                            10 : 흑색 전도체

11 :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       23 : 전자 방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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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과, 전자빔에 대한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화상 형성 부재들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화상 형성 부재로서 형광 물질을 사용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2가지 형태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이 공지되어 있는데, 이들은 열전자 음극 디바이스와 냉
음극(cold cathode) 디바이스이다. 공지된 냉음극 디바이스는 표면 전도형, 전계 방출형(이후, FE로 약
칭), 금속/절연충/금속형(이후, MIM으로 약칭) 등등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M. I. Elinson, Radio Eng. Electron Phys., 10, 1290, (1965)에 기술되어 있는 한가지 예와 
나중에 기술될 다른 예들은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로 알려져 있다.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면적이 작은 박막이 기판 상에 형성되고 전류가 이 박막 표면으로 평행
하게 흐르도록 공급될 때 전자들이 박막으로부터 방출되는 현상을 이용한다. 이러한 표면 전도 전자 방
출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상기 인용된 Elinson에 의한 SnO2 박막을 사

용하는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 Au 박막을 사용하는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G. Dittmer: 
Thin  Solid  Films,  9,  317(1972)],  In2O3/SnO2  박막[M.  Hartwell  및  C.  G,  Fonstad:  IEEE  Trans.  ED 

Conf,  519(1975)],  및  카본  박막을  사용하는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Hisashi  Araki  등등: 
Vacuum, Vol. 26, No. 1, 22(1983)]가 있다.

이들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의 전형적인 구성으로서, 제30도는 상기 문헌에서 Hartwell 등에 
의해 제시된 디바이스의 평면도를 도시한다. 제30도에서, 참조 번호(301)는 기판이고, (304)는 스퍼터링
에 의해 형성된 금속 산화물로 만들어진 도전성 박막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도전성 박막(304)는 평면
도에서 볼 때 H-형 패턴으로 형성된다. 도전성 박막(304)는 통전에 의한 포밍(forming)(후에 기술됨)으
로 불리우는 통전 공정에서 처리되어 전자 방출 영역(305)를 형성한다. 도면에서 L 및 W로 표시된 크기
는 0.5 - 1 mm 및 0.1 mm로 각각 설정된다. 전자 방출 영역(305)가 도전성 박막(304)의 중앙에 직사각형
으로 도시되지만, 영역(305)는 단지 도면 상의 편리를 위해 도시되어 있고 실제 위치 및 형태를 정확히 
나타내지는 못한다.

Hartwell 등에 의해 제시된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전자가 방출을 시작
하기  전에  도전성  박막(304)이  통전에  의한  포밍으로  불리우는  통전  공정에서  처리되어  전자  방출 
영역(305)를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통전에 의한 포밍(forming by energization)이란 용어는 일정하
거나, 또는 예를 들어 1 V/min의 비율로 매우 천천히 상승하는 DC 전압을 도전성 박막(304) 양단에 인가
시켜  이를  국부적으로  파괴,  변형  및  변성시키므로써  전기적으로  고저항  상태로  변형된  전자  방출 
영역(305)를 형성하는 공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도전성 박막(304)의 일부분에 국부적으로 파괴, 변형 
및 변성된 균열(fissure)을 만든다. 통전에 의한 포밍 후에 적당한 전압이 도전성 박막(304)에 인가되
면, 전자들이 균열 근처로 부터 방출된다.

FE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의  예를  들어,  W.  P.  Dyke  및  W.  W.  Dolan,  Field  emission,  Advance  in 
Electron  Physics,  8,  89(1956)와  C.  A.  Spindt,  Physical  properties  of  thin-field  emission 
chathodes with molybdenium cones, J. Appl. Phys., 47, 5248(1976)에 기재되어 있다.

FE 디바이스들의 한가지 전형적인 구성으로서, 제31도는 C. A. Spindt에 의해 제시된 디바이스의 단면도
를 도시한다. 제31도에서, 참조 번호 (310)은 기판이고, (311)은 선정된 적절한 도전성 물질로 만들어진 
에미터 배선이며, (312)는 에미터 콘(emitter cone)이고, (313)은 절연층이며, (314)는 게이트 전극이
다. 적당한 전압이 에미터 콘(312)와 게이트 전극(314) 사이에 인가되면, 디바이스는 에미터 콘(312)의 
팁 단부(tip end)로부터 전자들을 방출한다.

제31도에 도시된 적층 구조와는 달리, 에미터 및 게이트 전극이 기판 패널내에서 거의 평행하게 기판 상
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FE 디바이스들의 다른 구조도 공지되어 있다.

MIM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의 한 예는 예를 들어, C. A. Mead, Operation of tunnel-emission devices, 
J. Appl. Phys., 32, 646(1961)에 기재되어 있다.  MIM 디바이스들의 한가지 전형적인 구성은 제32도의 
단면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32도에서, 참조 번호 (320)은 기판, (321)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하부 전극, 
(322)는 두께가 약 100Å인 박막 절연층, (323)은 두께가 약 80 - 300Å이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상부 전
극이다.  상부  전극(323)과  하부  전극(321)  사이에  적당한  전압이  인가되면,  MIM  디바이스는  상부 
전극(323)의 표면으로부터 전자들을 방출한다.

상기 냉음극 디바이스들은 열전자 음극 디바이스에서 필용한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전자들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가열하기 위한 히터가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냉음극 디바이스들은 구조적
으로 간단하고 열전자 음극 디바이슬들보다 더 미세한 패턴으로 형성될 수 있다. 더구나, 다수의 냉음극 
디바이스들이 고밀도로 기판 상에 배열될 때에도, 기판을 열용융(hot-melting)시키는 문제는 쉽게 발생
하지 않는다. 또한, 열전자 음극 디바이스들이 히터에 의한 가열 상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느린 것과는 달리, 냉음극 디바이스들은 또한 응답 속도가 빠를 때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냉음극 디바이스들의 응용에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어 왔다.

냉음극 디바이스들 중에서, 특히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구조상 간단하고 제조가 용이하므로, 
다수의 디바이스들이 면적이 큰 어레이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다수의 디바이스
들을 정렬시키고 이들을 구동시키는 방법들은 예를 들어, 동일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일본국 특허 공개 
공보 제64-31332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구되어 왔다.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에 대한 다양한 응용들도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및 화상 기록 디바
이스와 같은 화상 형성 장치, 충전된 빔 소스 등의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대한 응용으로서,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전자빔의 조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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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을 방출하는 형광 물질의 결합을 채택하는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예를 들어, 동일 양수인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5,066,883호와 둘다 동일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일본국 특허 공개 공보 제2-
257551호와 제4-28137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구되어 왔다.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의 결합을 채택하는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다른 종래의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비
해 우수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액정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비해, 상기 결합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자체 발광되기 때문에 후광(backlight)을 필요로 
하지 않고 더 넓은 시각을 갖는다는 점에서 뛰어나다.

다수의 FE 디바이스들을 배열시키고 이들을 구동시키는 방법들 중 한 방법은 예를 들어, 동일 양수인에
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904,895호에 기재되어 있다. FE 디바이스들을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응용하는 예로서, 예를 들어, R. Meyer에 의해 보고된 평면(flat)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공지되어 있
다. [R. Meyer: Recent Development on Microtips Display at LETI, Tech. Digest fo 4th Int. Vacuum 
Microelectronics Conf., Nagahama, pp. 6-9(1991)].

다수의 MIM 디바이스들의 어레이가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제공되는 한 예는 예를 들어, 동일 양수
인으로 되어 있는 일본국 특허 공개 공보 제3-55738호에 기재되어 있다.

발명자들은 종래 기술에서 언급된 다양한 물질, 방법 및 구조들을 이용하여 냉음극 디바이스를 제조하려
고 하였다. 또한, 발명자들은 다수의 냉음극 디바이스들의 어레이를 갖는 멀티-전자빔 소스, 및 멀티- 
전자빔 소스가 사용되는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대해 연구하였다.

예를 들면, 발명자들은 제28도에 도시된 전기 배선 방법을 이용하여 멀티-전자빔 소스를 만들려고 하였
다. 특히, 멀티-전자빔 소스는 다수의 냉음극 디바이스들이 2차원으로 배열되고 도시된 매트릭스 패턴으
로 배선되도록 배열된다.

제28도에 있어서, 참조 번호(401)은 냉음극 디바이스, (402)는 행방향 배선, (403)은 열방향 배선이다. 
행 및 열 방향 배선(402, 403)은 실제로 유한 전기 저항을 갖고 있고, 이들 저항들은 도면에서 참조 번
호 (404, 405)로 표시된다. 도시된 배선 배치는 간단한 매트릭스 배선으로 인용된다.

제28도는 도면의 편리를 위해 6×6 매트릭스의 어레이를 도시한다. 그러나, 매트릭스 사이즈는 물론, 도
시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용 멀티-전자빔 소스는 원하는 화상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냉음극 디바이스들을 배열 및 배선시키므로써 형성된다.

간단한 매트릭스 배선으로 배열된 냉음극 디바이스들을 갖는 멀티-전자 빔 소스에 있어서, 적당한 전기 
신호가 원하는 전자빔을 방출하기 위해 행방향 배선(402) 및 열방향 배선(403)에 인가된다. 예를 들어, 
매트릭스로 되어 있는 냉음극 디바이스들의 어느 한 행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선택 전약 Vs는 선택될 행
방향 배선(402)에 인가되고, 동시에 비선택 전압 Vns는 선택되는 않을 다른 행방향 배선(402)에 인가된
다. 행방향 배선(402)으로의 전압 인가와 동기하여, 전자빔을 방출하도록 디바이스들을 엔에이블시키기 
위한 구동 전압 Ve는 열방향 배선(403)에 인가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무시(ignoring) 전압은 배선 
저항(404, 405)를 통해 강하되고, 전압 Ve-Vs는 선택된 행 내에 있는 냉음극 디바이스들에 인가되며, 전
압 Ve-Vns는 비선택 행 내에 있는 냉음극 디바이스들에 인가된다. 전압 Ve, Vs 및 Vns들이 적절한 값을 
갖도록 설정되면, 전자빔은 선택된 행 내에 있는 냉음극 디바이스로부터만 원하는 강도로 방출된다. 또
한, 열방향 배선(403)에 인가된 구동 전압 Ve가 각각 서로 다른 값을 갖도록 설정되면, 전자빔은 선택된 
행 내에 있는 개별적인 냉음극 디바이스들로부터 서로 다른 강도로 방출된다. 더구나, 구동 전압 Ve가 
인가되는 기간이 변하면, 전자빔이 방출되는 시간 주기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간단한 매트릭스 배선으로 배열된 냉음극 디바이스들을 갖는 멀티-전자빔 소스는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멀티-전자 빔 소스는 화상 정보에 따라 냉음극 디바이스에 전기 신호를 적
절히 인가하므로써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용 전자 소스로서 사용되기에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간단한 메트릭스 배선으로 배열된 멀티-전자빔 소스를 실제로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된다.

제29도는 예로서, 냉음극 디바이스 및 형광 물질을 포함하는 종래의 화상 디스플레이 패널을 하나 선택
하여 도시한다. 제29도에 있어서, 참조 번호 (410)는 백플레이트(back plate), (411)은 백 플레이트 상
에 형성된 냉음극 디바이스, (412)는 측벽, (413)은 페이스(face) 플레이트, (414)는 페이스 플레이트의 
내면에 배치된 형광 물질이다. 진공 컨테이너는 백 플레이트(410), 측벽(412) 및 페이스 플레이트(413)

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냉음극 디바이스(411)로부터 방출된 전자빔 e
-
을 형광 

물질(414)에 조사시켜 형광 물질(414)로 하여금 가시광 VL을 조사시키게 하므로써, 화상은 디스플레이된
다.

그러나,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은 디스플레이된 화상의 휘도가 불충분하거나 불균일하고, 또는 제조중에 
조립의 정밀도가 불출분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배색을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수반한다.

특히, 진공 컨테이너의 조립시에, 부품들은 프릿 글래스(frit glass)와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서로 견
고하게 결합되어, 공기의 기밀성을 설정 및 유지하지만, 400℃ 이상의 고온이 프릿 글래스를 녹이는데 
필요하다. 부품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밀도를 갖고 배치되더라도, 이들의 위치는 부품 자체들의 열 팽창
으로 인해 가열 단계에서 편향되기 쉬우며, 지그를 고정시켜 일단 결합되면, 위치들의 종합적인 편차들
을 보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부에 냉음극 디바이스들이 형성되어 있는 백 플레이트(410)와 상부에 형광 물질이 있는 페이
스 플레이트(414) 사이에 보정불가능한 위치 편차가 종종 발생한다.

대안으로서, 상부에 냉음극 디바이스들이 형성되어 있는 백 플레이트(410)와 상부에 형광 물질이 있는 
페이스 플레이트(414)가 분리 진공 컨테이너 내부에 고정되도록 패널 구조가 변형되더라도, 플레이트들 
사이의 위치적 관계는 분리 진공 컨테이너를 밀봉(seal off)시키는데 필요한 가열 단계에서 열 팽창으로 
인해 마찬가지로 편향되기도 쉽다. 더우기, 진공 컨테이너가 일단 밀봉되면, 변형된 패널 구조에서는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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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너 내부에 고정된 2개의 플레이트들의 위치를 보정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

냉음극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 사이의 위치적 관계가 편향되면, 냉음극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전자빔 e
-

는 대응하는 형광 물질을 정확하게 조사시키지 못하므로, 화질이 현저하게 열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된 화상의 에지가 결핍되고, 화상의 휘도가 불충분하거나 불균일하고, 또는 부정확
한 배색(coloration)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치 편차 방향 및 편차의 크기가 디스플레이 패널
들 각각마다 변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성능이 일정한 다수의 디스플레이 패널들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
렵다.

상술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 발명은 냉음극 디바이스와 같은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과 같은 화
상 형성 부재 사이의 위치 관계가 조립 중에 선정된 위치 관계로부터 편향될 때에도 화질의 열화를 방지
하기 위한 수단을 갖고 있는 화상 형성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발명은 다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구비한 전자빔 소스, 및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
된 전자빔의 조사에 의해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형성 부재를 기판 상에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를 제공
하는데, 여기에서 화상 형성 부재는 스트라이프형 부재이고, 다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 각각은 스트
라이프형 부재가 연장되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나란히 기판 표면 상에 배열되어 있는 음전극, 전자 방
출 영역 및 양전극을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설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이후에는 멀티-전자빔 소스를 만드는 전자 방출 디비아스들 각각의 음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양전극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방향이 X-방향이고, 이 방향이 수직 방향이 Y-방향이
라고 가정한다. 또한, 예를 들면, 화상 형성 부재로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설명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서로 수직 방향) 사이의 배치에서의 특정 관계에 
의하면, 형광 물질의 위치가 설정값으로부터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대해 Y-방향으로 편향되면, 전자빔에 
으이해 조사된 위치들은 설정된 위치로부터 편향되지만, 전자 빔들은 적어도 의도한 위치에 인접한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를 조사시켜야 한다.

따라서, Y-방향으로 위치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부정확한 배색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제1 특징 이외에도, 양호하게는 전자빔 소스가 기판 상에서 배열되어 있는 영역보다 형광 물질의 
영역이 더 크게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형광 물질의 위치들이 설정된 값으로부터 전자 방출 디바이
스에 대해 Y-방향으로 편향되면, 멀티-전자빔 소스에 대한 소정 영역의 에지에 형성된 전자 방출 디바이
스로부터 방출된 전자빔도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를 항상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Y-방향으로의 위치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디스플레이된 화상은 에지의 결함으로부터 방지될 수 
있다.

또한, 제26a도 및 제26b도를 참조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X-방향으로의 위치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디
스플레이된 화상은 에지의 결함으로부터 방지될 수도 있다.

상기 제1 특징이외에도, 양호하게는 형광 물질의 위치들이 설정된 값으로부터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대
해 X-방향으로 편향되면, 전자빔의 경로들은 X-방향으로의 위치 편차에 따라 형광 물질에 인가된 전압을 
보정하므로써 보정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Y-방향 뿐만 아니라 X-방향으로의 랏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부정확한 배색의 발생 
및 휘도 감소가 방지될 수 있다. 또한, 형광 물질의 설정된 각도로 편향이 발생하더라도, 부정확한 배색
의 발생 및 휘도 감소가 방지될 수도 있다.

상기 제1 특징이외에도, 형광 물질의 위치들이 설정된 값으로부터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대해 X-방향으
로 편향되면, 전자빔의 경로들은 X-방향으로의 위치 편차에 따라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 각각에 인가된 
전압을 보정하므로써 보정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Y-방향 뿐만 아니라 X-방향으로의 위치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부정확한 배색의 발
생 및 휘도 감소가 방지될 수 있다. 또한, 형광 물질의 설정된 각도로 편향이 발생하더라도, 부적확한 
배색의 발생 및 휘도 감소가 방지될 수도 있다.

상기 제1 특징 이외에도, 양호하게는 형광 물질의 위치들이 설정된 값으로부터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대
해 편향되면,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에 공급된 구동 신호들은 위치 편차에 따라 화상 신호들을 보정하므
로써 적절한 신호로 조정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전자빔의 경로들이 위치 편차에 따라 보정되면, 보정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화질
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양호하게는, 전자빔의 경로 보정에 의한 휘도의 변화는 위치 편차에 따라 화상 신호의 휘도를 보정하므
로써 방지될 수 있다. 특히, 위치 편차가 큰 경우에도, 화상 신호들의 어레이를 보정하므로써 만족할 만
한 디스플레이가 달성될 수 있다.

특히,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들의 1개의 피치마다 위치 편차가 발생하면,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공급된 
구동 신호들은 편향된 피치들의 수에 대응하는 양만큼 시프트된다. 예를 들어, 3개는 넘지 않는 2개의 
피치마다 X-방향으로 위치 편차가 발생하면, 화상 신호들의 어레이는 최초(original) 어레이로부터 효과
적으로 2개의 디바이스들 단위로 시프트되는, 화상 신호들에 기초한 구동 신호들이 전자 방출 디바이스
에 인가되도록, 2개의 피치들에 대응하는 양만큼 조정된다. 이렇게 조정하므로써,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
프들의 1개의 피치마다 위치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전자빔의 경로들이 보정되는 크기는 1개의 피치보다 
작다. 그 결과, 전자빔의 경로들이 보정되면, 브라이트 포인트(bright poing)의 형태가 변하고, 그 휘도
가 시프트되고, 계조(gradation)의 동적 범위(dynamic range)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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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하게는, X-방향의 위치 편차에 따라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인가된 전압 펄스의 펄스폭을 보정하므로
써 디스플레이된 화상의 휘도가 보정되므로, 형광 물질상에 조사된 전자빔의 전기적 전하들의 양을 보정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방출된 광의 휘도가 불균일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양호하게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서 횡방향 전계 효과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사용하므로써, 본 발명에 
따른 화상 형성 장치는 간단한 구성으로 실현될 수 있다. 

양호하게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서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사용하므로써, 본 발명에 따른 화
상 형성 장치는 간단한 구성과 제조 공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실시예 1]

본 발명의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양호한 실시예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조 및 제조 공정, 전자 방
출 디바이스의 양호한 구조 및 제조 공정, 전기 회로의 구성 및 보정 절차를 설명의 편리를 위해 순서대
로 설명한다.

(디스플레이의 구조 및 제조 공정)

먼저,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내의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조 및 제조 공정이 실예를 참조하여 설명된
다.

제2도는 본 실시예의 디스플레이 패널의 사시도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절단되어 내부 구조를 도시한다.

제2도에서, 참조 번호(5)는 리어(rear) 플레이트, (6)는 측면 플레이트, 및 (7)은 페이스 플레이트이다. 
이들 부재(5 내지 7)는 서로 결합하여, 디스플레이 패널 내부에 진공을 유지하기 위한 밀봉 컨테이너를 
만든다. 밀봉 컨테이너를 조립할 때에 구성 부재들 사이의 결합 부분들은 밀봉되어 충분한 강도 및 공기
의 기밀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밀봉은 예를 들어, 프릿 글래스를 결합 부분에 가한 다음, 이를 공
기 또는 질소 가스 분위기 내에서 400 내지 500℃로 10분 이상 구우므로써 달성된다. 밀봉 컨테이너의 
내부를 진공시키는 방법은 나중에 기술된다.

기판(1)은 리어 플레이트(5)에 고정되고, 다수(N×M)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2)들은 기판(1)상에 형성된
다 (N 및 M은 각각 2 이상의 양의 정수이고 의도된 디스플레이 픽셀들의 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정된
다. 고화질 TV를 위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서, 예를 들어 N 및 M은 양호하게는 각각 3000 및 1000 이
상이다. 본 실시예에서, N=3072 및 M=1024로 설정된다). 다수(NXM)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은 행방향 배
선(3)의  M  라인들  및  열방향  배선(4)의  N  라인들을  사용하는  간단한  매트릭스  배선으로  배열된다. 
부품(1 내지 4)들로 구성된 조립체는 멀티-전자빔 소스라고 불리운다. 멀티-전자빔 소스의 제조 공정 및 
구조는 나중에 상세히 기술된다.

멀티-전자빔  소스에  대한  기판(1)은  본  실시예에서  밀봉  컨테이너의  리어  플레이트(5)에  고정되고, 
멀티-전자빔 소스에 대한 기판(1)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경우에 밀봉 컨테이너의 리어 플레이트로서 자
체 사용될 수 있다.

형광막(8)은 페이스 플레이트(7)의 하부면에 형성된다. 본 실시예는 컬러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형광막(8)은 CRT 분야에서 보통 사용되고 서로 분리되어 코팅되어 있는, 3원색, 즉 적
색, 녹색 및 청색으로 이루어진 형광 물질을 포함한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로서 각각의 색으
로 되어 있는 형광 물질은 흑색 전도체(10)이 형광 물질의 인접 스트라이프들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스
트라이프형 패턴으로 코팅된다. 흑색 전도체(10)을 제공하는 목적은 콘트라스트의 감소를 방지하도록 외
부 광의 반사를 억제하고, 형광막이 전자빔으로 충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빔에 의해 조사된 
위치들이 약간 편향되더라도 디스플레이된 색의 오프셋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파이트(graphite)을 주 
성분으로 함유하는 물질은 흑색 전도체(10)으로서 사용되지만, 상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물질들
도 사용될 수 있다.

리어 플레이트(5)와 대면하는 형광막(8)의 표면 상에는, CRT  분야에서 공지 되어 있는 금속 백(metal 
back; 9)가 배치되어 있다. 금속 백(9)를 제공하는 목적은 형광막(8)로부터 방출된 광의 미러-반사 부분
에 의한 광 이용율을 증가시키고, 형광막(8)을 음이온과의 충돌로부터 보호하며, 전자빔 가속 전압을 인
가시키기 위한 전극으로서 작용하고, 형광막(8)의 여기 후에 전자의 전기적 안내 경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금속 백(9)는 형광막(8)을 페이스 플레이트(7) 상에 형성한 후에, 형광막의 표면을 평활화
시킨 다음에 진공 증착법으로 그 상부에 A1을 피착시키는 방법으로 제조된다. 형광막(8)이 저전압용 형
광 물질로 만들어지면, 금속 백(9)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ITO로 만들어진 투명 전극은 페이스 플레이트(7)과 형광막(8) 사이에 제공될 수 
있어, 가속 전압을 인가하거나 형광막의 전도도를 증가시키려 한다.

또한, 제2도에서 Lh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2)와 형광막(8)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Dx1 내지 Dxm, Dy1 내지 Dyn, 및 Hv로 표시된 것은 디스플레이 페널과 전기 회로(도시안됨)을 전기적으
로 접속시키기에 적합한 밀봉 구조의 전기 접속을 위한 단자들을 나타낸다. Dx1 내지 Dxm은 멀트-전자빔 
소스의 행방향 배선(3)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Dy1 내지 Dyn은 멀티-전자빔 소스의 열방향 배선(4)에 
접속되며, Hv는 페이스 플레이트의 금속 백(9)에 접속된다.

밀봉  컨테이너 내부에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밀봉  컨테이너의 조립 후에,  진공  튜브 및  진공 

펌프(둘 다 도시안됨)는 컨테이너에 접속되고, 컨테이너 내부는 약 10
-7
 Torr의 진공도로 진공된다. 그 

다음,  진공  튜브는  밀봉된다.  밀봉  컨테이너  내의  진공도를  원하는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게터링막(도시안됨)이 밀봉 전후에 즉시 밀봉 컨테이너 내의 소정 위치에 형성된다. 게터링 막은 예를 
들어, Ba를 주 성분으로 함유하는 게터링 물질을 히터 또는 고주파 가열로 가열 및 증착 시키므로써 형

성된 막이다. 밀봉 컨테이너 내부는 게터링막의 흡수 작용하에서 1×10
-5
 내지 1×10

-7
 Torr의 진공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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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된다.

기판(1) 상에 형성된 전자 방출 디바이스(2)의 설정 위치, 및 페이스 플레이트(7) 상에 형성된 형광 물
질의 스트라이프들의 설정 위치들은 제1a도 및 제1b도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제1a도는 기판(1)의 개략 평면도이다. 제1a도를 참조하면, 참조 번호(2)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이고, 
화살표는 각각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형성되는 방향을 나타낸다.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형성되는 방
향은 나중에 전자 방출 비아이스의 구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된다).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 4×5=20개의 
디바이스들 만이 도시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이 X-방향 및 Y-방향으로 형
성되어 매트릭스 패턴을 형성한다. 또한, 행방향 배선 및 열방향·배선들은 제1a도에서 생략된다.

제1b도는 페이스 플레이트(7)의 개략 평면도이다. 제1b도를 참조하면, 참조 번호(11)은 Y'-방향으로 연
장되는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를 나타낸다. (제1b도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측에서 
볼 때 평면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페이스 플레이트(7)의 하부면에 둘 다 형성되어 있는 형광 물질(11)의 
스트라이프, 및 흑색 전도체(10)이 실제로 평면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들의 설정 위치들을 설명할 
목적으로, 이들이 디스플레이 스크린측 상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타난다). 더구나, 설명의 용이성
을 위해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들이 4개만 도시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들
이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서 형성된다.

기판(1) 상에 형성된 직사각형 마크 AE, 및 페이스 플레이트(7) 상에 형성된 십자 마크 AP는 기판(1) 및 
페이스  플레이트(7)을  이들이  밀봉될  때  위치선정하고,  이들이  밀봉된  후에  기판(1)과  페이스 
플레이트(7) 사이의 위치 편차를 검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얼라인먼트 마크이다. 형태는 말할 
것도 없이, 얼라인먼트 마크들의 수 및 위치들은 도시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판(1)은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서 X-방향이 수평 주사선의 방향과 일치하고 Y-방향이 수직 주사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계된다. 마찬가지로, 페이스 플레이트(7)은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서 X'-방향이 
수평 주사선의 방향과 일치하고 Y'-방향이 수직 주사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설계에 의해 정확히 위치 편차없이 기판(1)과 페이스 플레이트(7)을 조립하는 것은 어렵다. 
부품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하여 조립된다는 것은 거의 힘들지만, 실제로 조립된 거의 모든 패널들은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위치 편차들을 수반한다.

전자 방출 디바이스(2), 및 형광 물질(11)의 스트라이프들의 설정 위치들은 나중에 상세히 설명된다. 전
자 방출 디바이스(2)는 피치 Px에서 X-방향으로, 그리고 피치 Py에서는 Y-방향으로 배열된다. 마찬가지
로, 형광 물질(11)의 스트라이프들은 피치 Px에서 X'-방향으로 배열된다. 피치 Px 및 Py들의 값은 디스
플레이 디바이스에 필요한 해상도와 조화되어 설정된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조립할 때, 기판(1) 및 페이스 플레이트(7)은 얼라인먼트 마트 AP의 십자 표시가 얼
라인먼트 마크 AE의 직사각형 내에 정확히 기입되도록 배치된다. 그러나, 이러한 얼라인먼트 상태에서
는, 형광 물질(11)의 스트라이프들은 대응하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2)의 수직 방향 위에 있는 위치들로
부터 오프셋되도록 설계된다. 특히, 얼라인먼트 마트 AE로부터 전자 방출 디바이스(2)의 가장 가까운 열
까지 X-방향으로의 거리 LE와 얼라인먼트 마크 AP로부터 형광 물질(11)의 가장 가까운 스트라이프까지의 
거리 LP는 서로 같지 않으며, 다음 식 [1]로 표현된 관계식을 만족시키도록 설정된다:

여기에서, Lef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인가된 구동 전압,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에 인가된 전압, 및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대응하는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 사이의 거리와 같은 파라메터들에 따라 결정된 
수치값이다. Lef가 나중에 식 [3]과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되더라도, 이는 간단히 말하면, 각각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이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에 도달할 때까지 X-방향으로 편향되는 거
리를 나타낸다.

또한, 형광 물질(11)의 스트라이프들의 Y'-방향 길이 PHy는 기판(1) 상에서 전자 방출 디바이스(2)가 형
성되는 곳의 영역의 Y-방향 길이 EBy보다 더 길게 설정된다:

상기 식 [2]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들의 설정 위치들이 Y-방향으로 편향되더라도 
디스플레이된 화상의 에지 결함이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나중에 제21도를 참조
하여 상세히 설명된다. 더 큰 범위로 EBy의 값보다 큰 PHy의 값은 Y-방향으로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들
의 위치 편차 한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PHy가 너무 크면, 오히려 디스플레이 패널을 과도하게 확대시
키는 단점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패널이 제조될 때 실제로 생긴 Y-방향으로의 위치 편차를 
통계적으로 측정(또는 추정)한 결과에 기초하여 가능한 위치 편차를 조절하도록 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
값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식 PHy = 1.1 × EBy는 본 실시예 1에서 설정되었다.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양호한 구조 및 제조 공정)

제1a도에 도시된 기판(1) 상에 형성된 전자 방출 디바이스(2)가 다음 특성을 갖도록 선택된다. 선택된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 각각은 구동 상태 (즉, 전자빔을 방출하기 위한 구동 전압이 전자 방출 디바이스
에 인가되는 경우의 상태)에서 전자 방출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에, 기판 평면으로부터 형광막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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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선에 대한 비대칭 포텐셜 분포를 전자 방출 영역 주위의 공간 내에 만든다.

이들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제4a도 및 제4b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된다.

제4a도는 본 발명에 사용된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제4a도에서, 참조 번호 
(20)은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형성되어 있는 기판, (21)은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양전극, (22)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음 전극, (23)은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전자 방출 영역, (24)는 전자빔 타겟, VF는 구
동 전압 Vf  V를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인가하기 위한 전원, VA는 타겟 전압 Va V를 타겟(24)에 인가하
기 위한 전원이다. (실제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있어서, 타겟(24)는 형광 물질로 형성된다. 일반
적으로, Va  Vf의 관계식을 유지한다).

본 발명에 상요하기 위한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구성 부재로서, 적어도 양전극(21), 음전극(22) 및 전자 
방출 영역(23)을 포함한다. 이들 구성 부재들은 기판 (20)의 상부 표면 상에 나란히 형성된다. [다음 설
명에서, 기판(20)의 상부 표면은 기판 평면으로 인용된다].

예를 들면, 제31도 및 제32도에 도시된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은 수직 방향으로 기판 평면 상에 적층된 
구성 부재들을 포함하므로, 이들은 기판 평면 상에 구성 부재들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상기 형태의 전
자 방출 디바이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제30도에 도시된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상기 형태의 전
자 방출 디바이스에 해당한다.

제4a도에 도시된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서, 전자 방출 영역(23)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빔은 일반적으로 
음전극(22)으로부터 양전극(21)으로 향하는 초기속도 성분을 가진다. 따라서, 전자빔은 기판 평면에 수
직인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서, 양전극(21) 및 음전극(22)이 기판 평면상에 나란히 위치하므로 
구동전압이 인가될 때 전자 방출 영역(23) 위의 공간에 형성되는 전위 분포는 기판 평면에 수직으로 전
자 방출 영역(23)을 통과하여 연장되는 선(즉, 제4a도의 일점쇄선)에 대하여 비대칭이 된다.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타겟(24) 간의 전위 분포는 제4a도에서 점선으로 표시되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등전위 평면
은 타겟(24)에 가까운 영역에서 기판 평면에 거의 평행하며,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구동전압 Vf의 영향으로 경사가 주어진다. 따라서, 전자 방출 영역(23)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빔은 기판 
상의 공간을 통과할 때, Z 방향의 힘 뿐만 아니라 경사진 전위에 X 방향의 힘도 받게 된다. 그 결과 생
겨나는 전자빔의 경로는 도시된 바와 같다.

이상의 두가지 이유로, 전자빔이 타겟(24)을 조사하는 위치가 전자 방출 영역의 연직상방의 타겟(24) 상
의 위치보다 X 방향으로 Lef 만큼 편향된다. 제4b도는 타겟(24)의 위에서 본 평면도이다. 제4b도에서, 
25로 표시된 타원은 타겟은 밑면 상에서 전자빔에 의하여 조사된 위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제4a도는 
제4b도의 일점 쇄선에 따른 수직 단면을 도시한다).

전자 방출 영역으로부터 타겟(24) 상의 위치로부터 전자빔에 의하여 조사되는 위치가 편향되는 것을 일
반적 공식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편향의 방향 및 거리가 편의상 벡터 Ef를 사용하여 표현된다.

우선, 벡터 Ef의 방향이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음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양전극이 기판 평면 상에 나
란히 배열된 방향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4a도 및 제4b도의 경우에, 전자 방출 디바이스
의 음전극(22), 전자 방출 영역(23)및 양전극(21)이 기판(20) 상에 X 방향으로 순서대로 연속하여 배열
되기 때문에, 벡터 Ef는 X 방향을 향한다.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기판 평면 상에 형성되는 방향과 벡터 Ef의 방향을 도면 상에 표시할 목적으로, 
이  방향들은  제5a도  및  제5b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징적으로  표시된다.  제5a도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2)의 음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양전극이 X 방향으로 기판(1) 상에 나란히 배열된 예를 도시
하고, 제5b도는 이들이 X 방향으로부터 각도 R만큼 경사진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예를 도시한다.

벡터 Ef의 크기(즉, Lef)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타겟 간의 거리 Lh,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인가되는 
구동 전압 Vf, 타겟의 전위 Va 및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유형 및 형태에 의하여 결정되나, 이하의 방정
식(3)에 의하여 근사값이 계산될 수 있다.

이때 Lh m은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타겟 간의 거리이고, Vf  V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인간되는 구동전
압이며, Va V는 타겟에 인가되는 전압이고, K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유형 및 형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수이다.

방정식(3)에 의하여 근사값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유형 및 형태가 미지인 
경우에는 K=1이 방정식(3)에 대입된다.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유형 및 형태가 알려진 경우,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상수 K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실험 또는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결정된다.

보다 정확하게 Lef를 결정하기 위하여, K를 상수가 아니라 Vf의 함수로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K를 상수로서 사용하여도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설계에서 요구되는 정확성을 만
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이하에서는 그 구조 및 제조 공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사용되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그 구성요소로서 양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음전극을 포함하고, 이들 요소들은 기판 평면 상에 나란히 형성된다. (디바이스의 음전극의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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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방출 영역을 겸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서 예를 들어,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횡
방향 전계효과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포함된다. 이하에서 이들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순서대로 상술한
다.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예를 들어 제30도에 도시된 유형이거나, 전자 방출 영역에 근접한 미세
입자들을 포함하는 유형일 수 있다. 첫번째 유형으로서, 배경 기술에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
한 재료를 사용하는 주지된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이 있다. 이들 장치들은 모두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적
합하다. 두번째 유형의 디바이스들은 이들의 재료, 구조 및 제조공정은 후술하지만, 모두 본 발명에 사
용되기에 적합하다. 환언하면,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디바이스의 재료, 구조 및 제조공정에 특별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이 경우에, 전자빔이 편향되는 방향을 표시하는 벡터 Ef는 각각 단면도 및 
평면도인 제6a도 및 제6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현된다. 이 도면들에서, 40은 기판을 나타내고, 41은 
양전극, 42는 음전극, 43은 전자 방출 영역 그리고 VF는 디바이스에 구동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전원을 
각각 나타낸다.

횡방향 전계 효과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특별히 음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양전극이 기판 평면 상에 나
란히 배열된 유형의 전계효과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31도에 도시된 전술한 디바
이스는 기판 평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배열된 음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양전극을 가지므로 횡방향 디바
이스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반면에, 제7a도 내지 제7c도에 도시된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횡방향 디바이
스 유형에 속한다. 제7a도 내지 제7c도는 X 방향으로 기판 평면 사이에 형성된 횡빙향 전계효과 전자 방
출 디바이스의 전형적 예를 도시하는 사시도이다. 이들 도면에서, 50은 기판을, 51은 양전극, 52는 음전
극, 그리고 53은 전자 방출 영역을 나타낸다. 횡방향 전계효과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제7a도 내지 제7c
도에 도시된 바와 다른 기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제4a 및 제4b도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빔이 수직 방향으로부터 편향되는 한, 모든 종류의 회빙향 전계효가 전자 방출 디바이스
가 본 발명에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제7a도 내지 제7c도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전자빔의 
강도를 변환하기 위한 변환 전극을 추가로 가지도록 각각 변형될 수 있다. 또한, 전자 방출 영역(53)은 
음전극(52)의 일부로서 형성되거나, 음전극 사이에 배치된 부재로서 형성될 수 있다. 횡방향 전계효과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예를 들어 고용융점을 갖는 금속과 다이아몬드를 포함한다. 그러나, 만족스럽게 
전자를 방출할 수 있는 임의의 기타 재료도 역시 사용될 수 있다.

횡방향 전계 효과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서, 전자빔이 편향되는 방향을 표시하는 베터 Ef가 각각 단면도 
및 평면도인 제8a도 및 제8b도에 되시된 바와 같이 표현된다. 이들 도면에서, 50은 기판을, 51은 양전
극, 52은 음전극, 53은 전자 방출 영역, 그리고 VF는 디바이스에 구동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전원을 나타
낸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설명하였으나, 제1 실시예의 화상 디스플
레이 장치는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사용한다.

이하에서 제1 실시예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사용되는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설명한다. 본 발명
자는 미세입자 막으로 형성된 전자 방출 영역 또는 그 주변 영역을 가지는 유형의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뛰어난 전자 방출 특성을 가지고 설계 및 제조가 용이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전술한 유형
의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대형 스크린 및 높은 휘도를 가지는 화상 디스플레이 장치의 멀티-
전자빔 소스로 사용하기에 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본 발명자는 미세입자 막에 의
하여 형성된 평형(planar type)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작하고
자 노력하였으며, 매우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미세입자 막에 의하여 형성된 계단형(step type)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미세입자 막에 의하여 형성된 
평형 및 계단형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이하에서 상술한다. 

[평형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

우선 평형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구조 및 제조 공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제9a도 및 제9b도는 평형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및 단면도이다. 이들 
도면에서, 101은 기판을, 102는 양전극, 103은 음전극, 104는 도전성 박막, 105는 통전(energization) 
공정에 의하여 형성된 전자 방출 영역, 그리고 113은 통전에 의한 활성화(activating) 공정에 의하여 형
성된 박막을 나타낸다.

기판(101)은, 예를 들어 수정유리 및 소다 석회 유리(soda lime glass) 등으로 제작된 다양한 유리기판
일 수 있고 알루미나 등으로 만들어진 다야한 세라믹 기판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SiO2 등으로 만들어지

고 적층된 절연층을 가지는 기판일 수 있다.

기판 평면에 평행하게 대향하여 기판(101) 상에 배치된 양전극(102) 및 음전극(103)은 각각 도전성을 가
진 재료로 만들어진다. 전극 재료는, 예를 들어 Ni, Cu, Au, Mo, W, Pt, Ti, Cu, Pd 및 Ag 등의 금속 또
는 그 함금들, In2O3-SnO2 등의 금속 산화물 및 폴리실리콘 등의 반도체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전극은 

예를 들어 진공 증착 등의 막형성 기법 및 포토리소그래피 및 에칭 등의 패터닝 기법을 조합하여 용이하
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전극은 임의의 다른 적절한 방법(예를 들어 프리팅 기법)을 사용하여 형성
될 수 있다.

양전극(102) 및 음전극(103)의 형태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응용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설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전극의 간격 L은 수백 옹스트롬 내지 수백 미크론의 범위 내에서 선택되어 설계된다. 디
스플레이 장치에 응용함에 있어서 특히, 양호한 범위는 수 미크론 내지 수십 미크론의 범위이다. 각 전
극의 두께 d는 통상 수백 옹스트롬 내지 수 미크론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값으로 설정된다.

도전성 박막(104)은 미세입자 막을 포함한다. 여기서 미세입자 막이란 용어는 구성요소로서 다수의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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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섬 상태의 군집을 포함)을 포함하는 막을 의미한다. 미세입자 막을 현미경적으로 확대하여 보면, 
개개의 미세입자들이 상호 멀리 분산되어 있거나, 상호 인접하거나, 또는 상호 중첩됨을 관찰할 수 있
다.

미세입자 막에 사용되는 미세입자의 크기는 수 옹스트롬 내지 수백 옹스트롬의 범위이며, 양호하게는 10 
옹스트롬 내지 200 옹스트룸의 범위이다. 또한 미세입자 막의 두께는, 예를 들어 전극(102 및 103)에 양
호한 전기적 접속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통전에 의한 포밍 공정(후수
함)을 실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 및 적절한 값(후술함)으로 미세입자 막 자체의 전기적 저항을 유
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된다. 특히, 미세입자 막의 두께
는 수백 옹스트롬 내지 수천 옹스트롬의 범위 내로 설정되며, 양호하게는 10 옹스트롬 내지 500 옹스트
롬 범위에에서 설정된다.

미세입자 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는 예를 들어, Pd, Pt, Ru, Ag, Au, Ti, In, Cu, Cr, Fe, 
Zn, Sn, Ta, W 및 Pb 등의 금속, PdO, SnO2, In2O3, PbO 및 Sb2O3 등의 산화물, HfB2, ZrB2, LaB6, CeB6, 

YB4 및 GdB4 등의 붕소화합물, 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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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세입자 막으로 형성되는데,  그  시트  저항값은 10
3
 내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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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옴/평방의 범위 내로 설정된다. 

도전성 박막(104)가 양전극(102) 및 음전극(103)에 만족스러운 전기접속을 형성시킬 것이 요구되기 때문
에, 박막과 전극들은 상호 부분적으로 중첩된다. 제9a도 및 제9b도에 도시된 예에서, 기판, 양전극 및 
음전극, 및 도전성 박막은 아래로부터 이 순서로 적층되어 중첩된 구조를 형성한다. 어떤 경우에, 기판, 
도전성 박막, 및 양전극 및 음전극의 순으로 아래로부터 적층될 수 있다.

전자 방출 영역(105)는 도전성 박막(104)의 일부에 형성된 균열된 부분으로서, 그 주위의 도전성 박막보
다 높은 전기적 저항을 가진다. 균열은 도전성 박막(104)을 후술하는 통전에 의한 포밍 공정에 의하여 
생성된다. 수 옹스트롬 내지 수백 옹스트롬의 범위의 크기를 가지는 미세입자들이 균열 내에 분산될 수 
있다. 제9a도 및 제9b도에는,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전자 방
출 영역의 위치 및 형사이 개략적으로 도시되었다.

박막(113)은 탄소 또는 탄수화합물로 이루어진 박막으로 전자 방출 영역(105)와 그 주위를 부분적으로 
덮도록 위치한다. 박막(113)은 통전에 의한 포밍 공정 후에 실행되는, 후수하는 통전에 의한 활성화 공
정에 의하여 형성된다.

박막(113)은 임의의 단결정 그래파이트, 다결정 그래파이트 및 비정질 탄소 또는 이들의 화합물로 이루
어진다. 막 두께는 500 옹스트롬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9a도 및 제9b도에는,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도면 작성의 곤란때문에, 박막(113)의 위치 및 형상이 
개략적으로 도시되었다. 제9a도의 평면도에서 도시된 디바이스에서, 박막(113)이 부분적으로 제거되었
다.

이상에서 바람직한 디바이스의 기본 구조가 설명되었으나,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기판(101)은 소다 석회 유리 상에 형성되었고, 양전극 및 음전극(102, 103)은 각각 Ni 박막 상에 형성되
었다. 전극 두께 d는 1000 옹스트롬으로 설정되고 전극 간격 L은 2 미크론으로 설정되었다.

미세입자막은 주재료로서 Pd 또는 PdO로 형성되고, 약 100 옹스트롬의 두께와 100 미크론의 폭 W를 가지
도록 코팅되었다.

이하에서는 평형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양호한 제조 공정을 설명한다.

제10a도 내지 10e도는 평형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일련의 제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
이다. 이 도면들에서, 제9a도 및 제9b도에서 사용된것과 동일한 참조번호가 사용되었다.

1) 제10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양전극 및 음전극(102, 103)이 기판(101)상에 형성된다.

전극을 형성하기 이전에, 기판(101)은 세제, 증류수 및 유기용제로 충분히 세척된다. 그리고나서 전극재
료가(진공증착 및 스퍼터링 등의 임의의 진공 막형성 기법을 사용하여) 기판 상에 피착된다. 피착된 전
극재료는 제10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한쌍의 전극(102, 103)을 형성하기 위하여 포토리소그래피 에칭에 
의하여 패턴화 된다.

2) 다음에는 제10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전성 박막(104)가 형성된다.

도전성 박막(104)을 형성하기 위하여, 제10a도에 도시된 기판 상에 유기 금속 용액이 코팅되고 건조된 
후, 미세입자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열/베이킹 공정을 거친다. 그 후에 미세입자막이 포토리소그래피 
에칭에 의하여 예정된 형상으로 패턴화된다. 여기에서, 유기금속 용액은 주원소로서 도전성 박막을 형성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입자의 재료를 포함하는 유기금속 화합물의 용액을 의미한다.(특히 본 실시예
에서는 Pd가 주원소로서 사용되었다. 본 실시예에서 용액은 기판을 용액에 담궈져서 코팅되나, 스피닝 
또는 스프레잉 등의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코팅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실행된 바와 같이, 유기금속 용액을 코팅하는 대신에, 미세입자막을 포함하는 도전성 박
막은 진공증착 등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형성될수 있다. 

3) 후속하여, 제10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전에 의한 포밍 공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포밍 전원(110)으
로부터 양전극 및 음전극 간에 적절한 전압이 인가되어 전자 방출 영역(105)이 형성된다.

여기에서 통전에 의한 포밍 공정은 미세입자막으로 형성된 도전성 박막(104)을 통전하는 공정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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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공정은 도전석 박막(104)의 일부를 적절히 파괴, 변형 및 변성시켜 전자 방출에 적합한 구조로 
변환시킨다. 전자 방출에 적합한 구조로 변환된 미세입자막으로 형성된 도전성 박막의 부분(즉, 전자방
출영역 105)에서 적절한 균열이 발생한다. 전자방출영역(105)의 형성 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양전극 및 
음전극(102,103) 간에 측정한 전기저항은 형성후의 상태에서는 크게 증가한다.

통전 방법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제11도는 포밍 전원(110)으로부터 적절히 인가되는 전압 파
형의 예를 도시한다. 미세입자막으로 형성된 도전성 박막이 통전에 의한 포밍 공정을 거칠 때, 펄스형의 
전압을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실시예에서 펄스폭 T1을 가지는 삼각
형 펄스가 펄스 간격 T2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인가되었다. 동시에, 삼각형 펄스의 정점값 Vpf가 점진적
으로 상승되었다. 또한, 형성되는 전자방출영역(105)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 펄스 Pm이 적

절한 간겨으로 삼각형 펄스에 삽입되고, 모니터 펄스의 인가시의 전류 흐름이 전류계(111)에 의하여 측
정되었다.

이 실시예에서, 10
-5
 Torr 수준의 진공 대기에서, 펄스폭 T1은 1밀리초로 설정되고, 펄스 간격은 10밀리

초로 설정되었으며, 정점값 Vpf는 펄스당 0.1 V의 비율로 상승되었다. 모니터 펄스 Pm은 5개의 삼각형 펄

스가 인가될 때 마다 삽입되었다. 포밍 공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모니터 펄스의 전압 Vpm은 

0.1V로 설정되었다.  그리고나서,  양전극과 음전극(102,103)간의 전기저항이 1  X  10
6
오옴에 도달하였을 

때, 즉 모니터 펄스 인가시에 전류계(111)에서 측정된 전류가 1 X 10
-7
 A 이하로 감소하였을 때, 포밍 공

정을 위한 통전이 종료되었다.

전술한 방법은 본 실시예의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이스에 적합하다.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이스이 
설계가 변화할 때, 예를 들어 재료 및 미세입자막의 두께 또는 전극 간격 L이 변화될 때, 이에 따라 통
전 조건이 적절히 변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그 후에 제10d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전에 의한 활성화 공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활성화 전원(112)
으로부터 양전극 및 음전극(102,103)간에 적절한 전압이 인가되어 전자방출 특성이 개선된다.

여기에서  통전에  의한  활성화  공정은,  통전에  의한  전술한  포밍  공정에  의하여  형성된 
전자방출영역(105)을 적절한 조건으로 통전 처리하여 전자방출영역(105) 근방에 탄소 또는 탄소화합물을 
피착시키는 공정이다. (제10d도에서 탄소 또는 탄소화합물의 피착물은 개략적으로 박막 113으로 도시되
었다.) 통전에 의한 활성화 공정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활성화 공정 이후의 상태에서 동일 인가전압
에서의 방출전류가 전형적으로 100배이상 증가될 수 있다.

특히, 전압 펄스는 10
-4
 내지 10

-5
 Torr 범위의 진공상태에서 전자 방출 영역(105)에 주기적으로 인가되어 

진공 대기 내에 존재하는 유기화합물로부터 발생되는 탄소 및 탄소화합물이 피착된다. 피착물(113)은 단
결정 그래파이트, 다결정 그래파이트, 비정질 탄소 또는 그들의 혼합물로 형성된다. 피착 두께는 500옹
스트롬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택되며, 양호하게는 300옹스트롬을 초고하지 않는다.

통전 방법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제12a도는 활성화 전원(112)로부터 적절히 인가되는 전압파
형의 예를 도시한다. 이 실시예에서, 통전에 의한 활성화 공정은 직사각형 파형의 일정한 전압을 주기적
으로 인가함으로써 실행되었다. 특히, 직사각형 파형의 전압 Vac는 14V로 설정되었고, 펄스폭 T3는 1밀리

초로 설정되었으며 펄스 간격 T4는 10밀리초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통전 조건들은 본 실시예의 표면 전
도 전자방출 디바이스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이스의 설계가 변경될 때, 이에 따
라 통전 조건들이 적절히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0d도에서,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되는 방출전류 Ie를 포획하기 위한 애노드 전극이 
114로 표시되었다. 직류 고전압 전원(115) 및 전류계(116)이 애노드 전극(114)에 연결된다. (디스플레이 
패널 내에 기판(101)이 구축된 후에 활성화 공정이 실행될 때, 디스플레이 패널이 형광막이 애노드 전극
으로 사용된다.)

활성화 전원(112)이 디바이스에 펄스전압을 인가할 때, 활성화 전원(112)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하여 활
성화 공정의 진행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방출전류 Ie가 전류계(116)에 의하여 측정된다. 제12b도는 전류
계(116)에 의하여 측정된 방출전류 Ie의 예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활성화 전원(112)가 펄스 전
압을 인가하기 시작할 때, 방출전류 Ie는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나 선정된 기간 이후에는 더욱 증가하지 
않도록 포화상태가 된다. 방출 전류 Ie가 거의 포화가 되었을 때, 활성화 전원(112)는 펄스전압의 인가
를 중지하고 통전에 의한 활성와 공정이 종료된다.

이러한 통전 조건들은 본 실시예의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이스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설계가 변결될 때, 이에 따라 통전 조건들이 적절히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결국 제10e도에 도시된 평형 표면 전도 저자방출 디바이스가 제조되게 된다.

[계단형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이스]

이하에서는 미세입자막으로 형성된 전자방출영역 또는 그 인접영역을 가진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이스
의 다른 전형적 구조, 즉 계단형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이스이 구조를 설명한다.

제13도는 계단형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이스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 단면도이다. 도면에
서  201는  기판을  나타내고,  202는  양전극,  203은  음전극,  206은  계단형  포밍  섹션(step  forming 
section), 204는 미세입자막을 포함하는 도전성 박막, 205는 통전에 의한 포밍 공정에 의하여 형성된 전
자방출영역, 그리고 213은 통전에 의한 활성화 공정에 의하여 형성된 박막을 나타낸다.

계단형 디바이스는 양전극(202)이 계단형 포밍 섹션(206) 상에 배치되고 도전성 박막(204)가 계단형 포
밍 섹션(206)의 측면을 덮는 점에서 전술한 평형 디바이스와 상이하다. 따라서, 제9a도 및 제9b도의 평
형 디바이스의 전극 간격 L은 계단형 디바이스에서 계단형 포밍 섹션(206)의 계단 높이 Ls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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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201), 양전극(202), 음전극(203), 및 미세입자막을 포함하는 도전성 박막(204)이 평형 디바이스의 
이상의 설명에서 언급된 임의의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계단 포밍 섹션(206)은 예를 들어 SiO2등의 절연

재료로 형성된다.

이하에서 계단형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이스의 제조공정을 설명한다. 제14a도 내지 제14f도는 일련의 
제조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이들 도면에서, 제13도에서 사용된 바와 동일한 참조번호를 사용
하여 구성요소들을 표시한다.

1) 제14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기판(201) 상에 음전극(203)이 형성된다.

2) 그후에, 제14b도에 되시된 바와 같이, 계단형 포밍 섹션(206)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절연층이 
그 위에 적층된다. 절연층은 예를 들어 스퍼터링 기법에 의하여 SiO2로 형성된다. 그 대신에 진공 증착 

또는 프린팅 등의 기타 적절한 막형성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3) 그후에, 제14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연층 위에 양전극(202)이 형성된다.

4) 그후에, 제14d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전극(203)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예를 들어 에칭 기법등을 이
용하여 절연층의 일부가 제거된다.

5) 그후에, 제14e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세입자막을 포함하는 도전성 박막(204)이 형성된다. 도전성 
박막(204)의 형성은 평형 디바이스의 경우와 같이 코팅등의 막형성 기법을 이용하여 실행된다.

6) 그후에, 평형 디바이스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자방출영역을 형성하기 위하여 통전에 의한 포밍 공정
이 실행된다. (이 포밍 공정은 제10c도에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유사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7) 그후에, 평형 디바이스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자방출영역의 주위에 탄소 또는 탄소화합물을 피착하기 
위하여 통전에 의한 활성화 공정이 실행된다. (이 활성화 공정은 제10d도에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유사
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 제14f도에 도시된 계단형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이스가 제조된다.

이상에서는 평형 및 계단형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이스의 구조 및 제조공정을 설명하였으나, 이하에서
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이들 디바이스의 특성을 설명하기로 한다.

제15도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디바이스의(방출전류 Ie) 대 (디바이스전압 Vd)의 특성의 전형적 
예를 도시한다. 방출전류 Ie가 디바이스의 크기 및 형상 등의 설계 파라메타의 변화에 종속되는 변수이
기 때문에 그래프의 특성 커브가 임의의 단위로 도시되었다.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전자방출 디바이스는 방출전류 Ie에 대하여 다음의 세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전자방출 디바이스에 인가되는 전압이 선정된 값(임계 전압 Vth라칭 함)을 초과할 때 방출전류 Ie

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나 인가전압이 임계 전압 Vth 이하인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검출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전자방출 디바이스는 방출전류 Ie에 대하여 일정한 임계 전압 Vth를 가지는 비선형 디바이스이

다.

둘째, 방출전류 Ie는 디바이스 전압 Vd에 종속하여 변화하고, 따라서 그 크기는 디바이스 전압 Vd에 의
하여 제어될 수 있다.

셋째, 전자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되는 전류 Ie가 디바이스 전압 Vd에 대하여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지므

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되는 전하의 양은 디바이스 전압 Vd가 인가되는 시간에 의하여 제어될 수 있다.

이상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이스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만족스럽게 이용될 수 
있다. 첫번째 특성을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의 픽셀에 대응하여 배열된 다수의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순차적으로 스캐닝함으로
써 화상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특히, 방출되는 광의 원하는 휘도에 대응하는 임계 전압 Vth보다 낮지 

않은 적절한 전압이 구동 또는 선택될 디바이스에 인가되는 반면에, 임계 전압 Vth보다 낮은 전압이선택

되지 않을 디바이스에 인가된다. 그리하여 구동될 디바이스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어, 화상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스캔된다.

또한, 둘째 및 셋째 특성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의 점진적 변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출되는 빛의 휘도
가 제어될 수 있다.

[다수의 단순 행렬 배선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멀티-전자빔 소스의 구조]

이하에서는 전술한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이스들이 기판 상에 단순 행렬 배선으로 배열된 멀터-전자빔 
소스의 구조를 설명한다.

제16도는 제2도의 전술한 디스플레이 패널에 사용되는 다중 전자빔 소스의 평면도이다. 기판 상에 각각 
제9a도 및 제9b도에 도시된 바와 동일하고, 행방향 배선(3) 및 열방향 배선(4)을 사용하여 단순행렬로 
배열된 다수의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이스가 형성되어 있다. 행방향 배선(3) 및 열방향 배선(4)의 교
차점에는, 양 배선을 상호 전기적으로 절연시키기 위하여 양 배선 사이에 절연층(도시되지 않음)이 형성
된다.

제17도는 제16도의 17-17선을 따라 취한 단면을 도시한다.

이러한 구조의 멀티-전자빔 소스를 기판 상에 우선 행방향 배선(3), 열방향 배선(4), 양 배선 사이의 절
연층(도시되지 않음), 및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이스의 전극 및 도전성 박막을 형성시키고, 통전에 의
한 포밍 공정 및 활성화 고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행방향 배선(3) 및 열방향 배선(4)를 통하여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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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전함으로써 제조된다.

(전기회로의 구성)

제18도를 참조하여 제1 실시예의 화상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18도는 전기회로의 기본적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제18도에서, 71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나타내
고, 72는 스캔 신호 발생기, 73은 변조신호 전압 변압기, 74는 펄스폭 변조기, 75는 직병렬(S/P) 변환
기, 76은 타이밍 제어기, 77은 계산기, 78은 메모리, 79는 디코더, 80은 정전압원, 81은 다른 정전압원, 
82는 제어된 전압원, 83은 또 다른 정전압원, 그리고 84는 데이타 어레이 변환기를 각각 나타낸다.

이하에서 이들 구성부의 기능을 하나씩 설명한다.

디스플레이 패널(71)의 구조는 이미 제2도를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디스플레이 패널(71)의 단자 Dx1내지 
Dxm은 스캔 신호 발생기(72)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며, 단지 Dy1내지 Dyn은 변조신호 전압 변압기(73)에, 
단자 Hv는 정전압원(83)에 각각 접속된다.

스캔 신호 발생기(72)는 화상이 디스플레이되는 타이밍에 동기화되어 디스플레이 패널(71)에 내장된 멀
티-전자빔 소스를 순차적으로 스캔하기 위한 스캔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회로이다. 특히, 스캔신호 발생
기(72)는 디스플레이 패널(71)의 단자 Dx1 내지 Dxm 중 하나에 선택 전압 Vs V를 인가하고, 나머지 (m-
1)개의  단자에는  비선택  전압  Vns를  인가한다.  이때에  선택  전압  Vs가  공급되는  단자는  타이밍 
제어기(76)에 의하여 발생되는 스캔 타이망 제어 신호 Tscan에 따라 순차적으로 스캔된다. 비 선택 전압 
Vs는 OV로 설정되고, 실제로는 접지 준위로부터 이 전압이 공급된다. 비선택 전압 Vns는 제15도에 관련
하여 전술한 전자방출 임계전압 Vth에 0.8을 곱한 값으로 설정되고, 이는 정전압원(80)으로부터 공급된

다.

변조신호 전압 변압기(73)는 펄스폭 변조기(74)로부터의 변조신호 출력의 전압을 멀티-전자빔 소스를 구
동하기에 적절한 전압으로 변압하기 위한 전압 변환회로이다. 특히, 이 회로는 펄스폭 변조기(74)로부터
의 변조신호 출력의 고준위 전압을 Vf V로 변압하고, 그 저준위 전압을 Vns V로 변압한다. 기준값으로서 

Vf V는 전자 장치에 의하여 1.6을 곱하여 얻어진 값으로 설정되나, 이는 필요에 따라 형광물질의 스트라

이프와 전자방출 디바이스 간의 위치 편차에 종속하여 보정된다. Vf V는 제어된 전압원(82)으로부터 변조

신호 전압 변압기(73)로 공급된다. 또한, Vns V는 전자방출 디바이스으이 전자방출 임계전압 Vth에 0.8을 

곱한 값으로 설정되며, 이는 정전압원(81)으로부터 공급된다.

정전압원(83)은 단자 Hv를 통하여 디스플레이 패널(71)의 형광막에 VaV를 인가한다.

각 전력원의 출력 전압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하는 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력(Ie x Va)이 형광 물질에 공급될 수 있을 것.

·앞의 방정식(3)에 대입된 변수로서의 구동조건이, 전자빔이 형광 물질의 대응하는 스트라이프의 예정
된 위치를 조사할 수 있도록 설정될 것.

·단순 행렬 배선으로 배열된 전자방출 디바이스들간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Vs 및 Vns가 설정될 것.

따라서, 제1 실시예의 화상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멀티-전자빔 소스에 사용되는 표면 전도 전자방출 디바
이스의 특성 및 형광 물질의 광방출 특성을 고려하여 Vns = 7.2 V 및 Vf(기준값) = 14.2 V로 설정되고, 
형광막의 광방출 특성에 일치하게끔 Va = 5 kV로 설정된다.

디코더(79)는 외부로부터의 화상신호 입력을 디코딩하기 위한 회로로서, 제1 실시예에서는 NTSC 기준의 
TV 신호를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더를 구비한다. 디코더(79)는 동기화신호 Sync 및 화상 데이타 R, G, B
를 출력한다. 동기화 신호 Sync는 수직 동기화 신호 및 수평 동기화 신호를 포함하고, 화상 데이타 R, 
G, B는 적색, 녹색 및 청색의 휘도 데이타를 포함한다.

데이타 어레이 변환기(84)는 디코더(79)로부터 공급되는 기본 3색의 휘도 데이타를 디스플레이 패널(71)
의 픽셀 어레이와 정합하는 데이타로 재배열하기 위한 회로이다. 특히, 이 회로는 기본 3색의 형광 물질
의 스트라이트에 정합시켜 화상 데이타 R, G, B를 표본화하고 재배열하여, 이들을 직렬 신호 Data로서 
출력한다.

타이밍 제어기(76)는, 디코더(79)로부터 공급되는 동기화 신호 Sync에 기초하여, 대응하는 구성부의 동
작 타이밍을 조정하기 위하여 타이밍 제어 신호(Tread, Tsft, Tmod, Tscan 및 기타 도시되지 않은 신호)
를 발생시킨다.

메모리(78)는 보정값 테이블 1 및 보정값 테이블 2를 저장하고, 타이밍 제어기(76)로부터 공급되는 판독 
타이밍 제어 신호 Tread에 응답하여 저장된 데이타를 판독한다. 보정값 테이블 1 및 보정갑 테이블 2로
서 저장된 데이타는 조립후의 디스플레이 패널(71) 내의 전자방출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 
간의 위치 편차에 따라 결정되는 보정계수들이다.

특히, 보정값 테이블 1의 데이타는 대응하는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 상의 예정된 위치에 전자빔이 조사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빔의 경로를 보정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변수로 구성되며; 실제로 이 데이타는 
전자방출 디바이스에 인가되는 전압 Vf의 하나 이상의 보정계수로 이루어진다. 보정값 테이블 1로부터 
판독된 보정계수 Corl은 제어된 전압원(82)에 공급되어 그 출력 전압 Vf를 보정한다.

보정값 테이블 2의 데이타는, 보정값 데이블 1에 따라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인가되는 전압 Vf가 보정되
었을 때 야기되는 방출광의 휘도의 변화를 보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변수로 구성되며; 실제로 이 데이
타는 화상 데이타 Data를 위한 하나 이상의 보정계수로 이루어진다.

계산기(77)는 메모리(78) 내의 보정값 테이블 2호부터 판독된 보정 계수 Cor2에 따라 데이타 어레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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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84)로부터 공급되는 화상 데이타 Data를 보정하기 위한 계산을 수행한다.

직병렬 변환기(75)는 화상의 라인(즉, n 픽셀의 단위로 이루어진 라인)당 계산기(77)로부터 출력된 화상 
데이타 Data를 직병렬 변환시키기 위한 회로로서, 래치를 가진 시프트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직병렬 변
환기(75)는 D1 내지 Dn의 n개의 병렬신호를 출력한다. 타이밍 제어기(76)으로부터 공급되는 타이밍 제어 

신호 Tsft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시프트 클럭과 시프트 레지스터 내에 데이타가 완전히 
축적되었을 때 한 라인의 데이타를 래치로 전송시키기 위한 래치 클럭을 포함한다.

펄스폭 변조기(74)는 직병렬 변환기(75)로부터 공급되는 D1 내지 Dn에 기초하여 펄스폭 변조 신호 D1' 내

지 Dn' 를 각각 출력하는 n개의 펄스폭 변조회로를 포함한다. 특히, 변조기(74)는 보정된 화상 데이타에 
따라 보다 높은(또는 낮은) 휘도를 요구하는 데이타에 대하여 보다 긴 (또는 짧은) 폭을 가지는 펄스를 
출력한다. 펄스폭 변조신호 D1' 내지 Dn'가 각각 출력되는 타이밍은 타이밍 제어기(76)로부터 공급되는 

제어신호 Tmod에 의하여 제어되는데, 그리하여 스캔신호 발생기(72)로부터의 스캔 신호 출력과 펄스폭 
변조신호 간의 동기적 관계가 조정된다.

(보정의 절차)

이하에서 제1 실시예의 화상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의 위치 
편차에 의한 화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한다.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동작시키기 전에, 제18도의 메모리(78)에 보정값을 저장시켜야만 한다. 이
러한 단계에 대한 절차는 제19도의 플로우챠트를 참조해서 설명될 것이다.

[S81]

아웃세트에서, 디스플레이 패널이 조립된다. 상세하게는, 윗부분에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형성되어 있는 
기판과 윗부분에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stripes)가 형성되어 있는 페이스 플레이트가 서로에 대해서 배
치되고 진공 컨테이너가 밀봉되어 제2도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이 조립된다.

[S82]

이때, 조립된 디스플레이 패널은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 간의 상대 거리에 대한 편
차를 설정값을 기준해서 측정하기 위해 검사된다. 이 편차는 실제적으로 전자 방출 디바이스들을 갖고 
있는 기판 위에 표시된 얼라인먼트 마크와 페이스 플레이트에 표시된 얼라인먼트 마크를 스테레오스코픽 
마이크로스코프로 관찰하므로써 측정된다. 이들 경우에 따르면,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구동시켜, 형광 
물질이 광을 조사시키게 하고 광이 실제로 조사되는 위치와 광이 설계상 조사될 위치를 비교하여 편차를 
평가할 수 있다.

[S83]

이때, S82에서 측정된 설정값을 기준할때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 간의 상대 거리의 
편차에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동 파라메터의 보정값을 계산한다. 구동 파라메터의 보정값은 제20 
내지 23도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S84]

마지막으로, S83에서 계산된 보정값은 제18도의 메모리(78)에 저장된다. 보정값을 메모리(78)에 저장하
는 절차는 앞서 설명되었다. 메모리(78)에 저장된 보정값은 제1a, 1b 및 20 내지 23도를 참조하여 설명
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는 위치 편차없이 설계값 대로 조립되는 
경우가 드물다. 실제로 조립된 거의 모든 패널을 위치 편차를 수반하는데, 이 위치 편차의 방향과 크기
는 패널 간에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위치 편차들은 몇몇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유형 각각에 대한 
보정값이 설명된다.

[위치 편차가 없는 경우]

제20도는 전자빔에 의해 조사된 위치를 보여주는 개략적인 평면도로서, 제1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에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형성되어 있는 기판과, 제1b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에 형광 물질 스트라
이프라 형성되어 있는 페이스 플레이트가 위치 편차 없이 설계값 대로 조립된 경우를 보여준다.

제20도에서, XY 좌표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2차원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방향을 나타내며, AP, AE는 얼
라인먼트 마크를 가리킨다. 패널이 편차없이 설계대로 조립될 때, 전자빔은 도시된 바와 같이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 내의 선정된 위치에 조사된다. 이때, 부정확한 배색의 발생 및 휘도 감소라는 문제점은 발생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8도의 제어 전압원(82)의 출력값은 설계 과정에서 설정된 기준값, 즉, Vf = 
14.2  V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78)  내의  보정값  테이블  1의  데이타는  제어 
전압원(82)가 14.2 V를 출력시키기에 적합한 제어 신호를 제공하도록 설정된다. 또한, 화상 데이타 Data
는 계산기(77)를 통해서 그 자체로 직접 출력된다. 그러므로, 계산기(77)이 승산 및 제산을 위한 계산기
를 포함할 때, 보정값 테이블 2의 데이타가 1로 설정된다.

[Y 방향 편차가 있는 조립된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

제21도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 어레이의 Y 방향에서 거리 펀차 dif1가 있는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를 보여
주고 있다. 전자빔에 의해 조사된 위치는 설정위치와 Y 방향으로 편차가 생긴다. 그러나, 식 [2]에 연관
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의 길이 PHy가 전자 방풀 디바이스가 기판 위에 배열되어 
있는 영역의 Y 방향 길이 EBy 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될 화상의 에지(edge) 결함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8도에서 제어 전압원(82)의 출력값은 설계 과정에서 설정된 기준
값, 즉, Vf = 14.2 V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78) 내의 보정값 테이블 1의 데이타는 
제어 전압원(82)가  14.2  V를  출력시키게 하는 제어 실호를 제공하도록 설정된다.  또한,  화상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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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는 계산기(77)를 통해서 그 자체로서 직접 출력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산기(7)이 승산 및 제산을 
위한 계산기를 포함할 때, 보정값 테이블 2의 데이타는 1로 설정된다.

[X 방향 편차가 있는 조립된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

제22도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 어레이의 X 방향으로 거리 dif2만큼 편차가 생긴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를 
보여주는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전자빔은 도시된 바와 같이 흑색 전도체(10)와 인접한 형광 물질 스트라
이프를 조사하기 때문에, 휘도에 있어서의 감소와 부정확한 배색이 발생할 것이다. 이 실시예에서는, 그
러한 휘도의 감소와 부정확한 배색이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구동 전압을 보정함으로써 방지되므로, 제22
도의 각각의 화살표 P의 방향으로 전자빔에 의해 조사된 위치가 정확해진다.

특히, 전자빔이 편향되는 거리는 식[3]의 관계를 이용하영 dif2 만큼 보정된다. dif2는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여기서, dif2은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 각가이 X 방향으로 설정된 위치로부터 어긋나는 거리이고, 

Lh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대응하는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간의 거리이고,

Vf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인가된 구동 전압의 기준값이고,

Vf'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인가된 보정된 구동 전압이고,

Va는 형광 물질에 인가된 전압이고,

K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유형이 구성 형태에 따라 결정된 상수이다.

Vf'에 대한 식[4]을 풀면, 다음 식[4']가 얻어진다:

그러므로, 메모리(78)에 Vf에서 보정값 테이블 1의 데이타로서 저장된 보정값은 Vf에서 식 [4']에 의해 
계산된 Vf'로 제어 전압원(82)의 출력 전압을 보정하도록 설정된다.

한편,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구동 전압이 Vf에서 Vf'로 보정되면, 전자빔에 의해 조사되는 위치가 보정
되나 디스플레이된 전체 화상의 휘도는 방출 전류 Ie의 증가때문에 동시에 변한다. 제15도에 도시된 전
자 방출 특성을 보면, 방출 전류는 Ie에서 Ie1'로 증가된다. 그러므로, 디스플레이된 전체 화상의 휘도
가 초기의 설계 휘도의 Ie'/Ie배 만큼 빛나게 된다. 그러한 휘도 시프트는 화상 데이타 Data를 보정하므
로써 방지된다. 이 실시예에서, 멀티플라이어는 계산기(77)로서 이용되고, Ie/Ie'는 메모리(78)에 보정
값 테이블 2에 대한 보정값으로서 저장된다. 두 보정값을 메모리(78)의 보정값 테이블 1 및 2에 저장하
므로써, 전자빔에 의해 조사되는 위치 및 전하는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가 X 방향으로 평향될 때 보정될 
수 있다. 물론, 제22도는 단지 X 방향으로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가 편향되는 경우를 도시하지만, 예를 
들어 제2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Y 방향 편차가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라도 메모리(78)에 유사한 보정값
을 저장하므로써 발생될 수 있는 결함을 해결할 수 있다.

[각도 편차가 있는 조립된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페이스 플레이트)]

제23도는 위에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형성되어 있는 기판에 관하여 선정된 각도로 약간의 각도 편차가 
발생되게 페이스 플레이트가 회전되어 조립된 경우를 보여주는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이 경우에, 전자빔은 도시된대로 흑색 전도체(10)와 인접한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에 조사되기 때문에, 
휘도 감소와 부정확한 배색의 발생이 발생될 것이다. 더우기, 전자빔에 의해서 조사된 위치는 디스플레
이 스크린 상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다른 크기만큼 편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화질이 전체 디스플레이 스
크린에 걸쳐서 고르지 않게 나빠진다.

이 실시예에서는, 제23도의 화살표 P1 내지 P4가 가리키는 방향과 크기에 있어서 전자빔에 의해 조사된 
위치가 보정되도록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구동 전압을 보정하므로써 휘도 감소 및 부정확한 배색의 발생
이 방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빔이 편향되는 거리는 제22도의 경우와 같이 식[3]의 관계를 이용해
서 보정된다.

이때, 제22도의 경우와 같이 전자 방출 디바이스 모두에 대한 보정을 동일한 크기로 실행하기 보다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X 방향 라인 각각에 대한 보정이 실행된다.  

특히,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대응하는 라인에 대한 구동 전압의 보정값을 메모리(78)에 보정값 테이블 1
의 데이타로서 저장되고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라인-바이-라인 식으로 구동되는 타이밍과 동기하여 판독
된다. 그러므로써, 제어 전압원(82)의 출력 전압이 보정된다.

더욱이, 전자빔에 의해 조사되는 위치의 보정시 휘도 시프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자 방출 

43-15

등록특허특0172634



디바이스의 각 라인에 대해 서로 다른 크기로 화상 데이타 Data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대응하는 라인에 대한 휘도 보정값이 메모리(78)에 보정값 테이블 2의 데이타로서 저장
되고, 화상 데이타가 입력되는 타이밍과 동기하여 각각이 판독되며, 그후에 계산기(77)에 의한 화상 데
이타의 보정이 이루어진다.

각각의 디바이스 라인에 대한 두개의 보정값을 계산하고, 그들을 메모리(78)낸의 보정값 테이블 1 및 2
에 각각 저장하므로써, 전자빔에 의해 조사된 위치 및 전하는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가 어떤 각도로 비스
듬하게 편차기 있을 때 보정될 수 있다.

이러한 보정은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라인 단위로 실행될지라도, 위치 편차가 보다 정밀하게 보정되어야
만 할 때 전자 방출 디바이스 각각에 대해 보정할 것이 요구된다. 이 경우는 대응하는 전자 방출 디바이
스에 대한 구동 전압의 보정값은 메모리(78) 내에 보정값 테이블 1의 데이타로서 저장되고, 제18도의 제
어 전압원(82)는 n개 준비된다. 그러므로써, 출력 신호 D' 내지 Dn'의 전압이 펄스폭 변조기(74)로부터 
개별적으로 보정된다. 더구나, 대응하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대한 휘도의 보정값은 메모리(78)에 보정
값 테이블 2의 데이타로서 저장되고, 화상 신호에 대한 보정 계산이 계산기(77)에서 각각의 픽셀에 대해
서 이루어진다.

실시예 1의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상술되었다. 상기 설명으로부터 명백하듯이, 전자 방출 디바이
스 및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가 그들의 적절한 위치관계로부터 편차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양질의 디스플
레이 화상이 제공된다.

[실시예 2]

다음에, 본 발명의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대한 또다른 양호한 실시예가 이하 설명된다. 디스플레
이 패널의 양호한 구조와 제조 프로세스, 및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제조 프로세스는 실시예 1에서와 유
사하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전자회로의 구성과 보정 절차가 설명된다.

(전자 회로 구성)

실시예 2의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사용된 전자 회로의 구성은 제24도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제24도는 전기 회로의 기본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제24도에서, 71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나타내고, 72는 스캔 신호 발생기이고, 73은 변조 신호 전압 변압기이고, 74는 펄스폭 변압기이고, 75는 
직/병렬(S/P) 변환기이고, 76은 타이밍 제어기이고, 77는 계산기이고, 79는 디코더이고, 80은 정전압원
이고, 81은 다른 정전압원이고, 84는 데이타 어레이 변환기이다. 이들 회로는 제18도를 참조해서 설명된 
실시예 1의 대응하는 회로들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85는 메모리이고, 86은 다른 정전압원이고, 87는 제
어 전압원이다.

실시예 2는 전자빔에 의해 조사된 위치들이 상기 실시예 1에서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인간된 구동 전
압 Vf를 보정함으로써 보정되며, 실시예 2에서는 전자빔에 의해 조사된 위치들이 형광 물질에 인가된 전
압 Va를 보정함으로써 보정된다는 점에서 실시예 1과 다르다. 그러므로, 제24도의 전자 회로는 전자 방
출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의 편차에 따라서 형광 물질에 인가된 전압 Va를 보정할수 있게 배
열된다.

특히, 형광 물질에 인가된 전압 Va의 보정값은 보정 테이블 3의 데이타로서 메모리(85)에 저장되고, 디
스플레이 패널(71)의 단자(11v)에 연결된 제어 전압원(87)는 보정값 테이블 3에서 읽혀진 보정값 Cor3에 
따라서 전압을 출력한다. 제어 전압원(87)의 출력 전압은 기준 전압으로서 5KV에 설정되고 보정값 Cor3
에 따라서 보정된다.

또한, 정전압원(80, 81)의 출력 전압은 Vns = 7.2 V로 각각 설정되고, 정전압원(86)의 출력 전압은 Vf = 
14.2 V로 설정된다.

(보정 절차)

실시예 2의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서, 보정값은 제19도의 플롱챠트에 도시된 절차에 따라서 보정값 
테이블 3 및 4의 데이타로서 메모리(85)에 저장된다.

이하, 보정값에 대해 상세히 설명된다.

[위치 편차가 없는 경우]

제20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 편차가 없는 경우에, 제어 전압원(87)의 출력 전압은 기준값, 즉 Va=5 
KV, 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85)내의 보정값 테이블 3의 데이타는 제어 전압원(87)
가 5KV를 출력시키게 하는 제어신호 Cor3를 제공하도록 설정된다. 또한, 화상 데이타 Data는 계산기(77)
를 통하여 그 자체로 직접 출력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산기(77)가 승산 및 제산을 위한 계산기를 포함
할 때, 보정값 테이블 4의 데이타는 1로 설정된다.

[Y 방향 편차가 있는 조립된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가 제2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Y 방향으로 편차가 있을 때, 전자빔에 의해서 조사
된 위치는 Y 방향으로 설정 위치로부터 벗어난다. 식[2]을 참조해서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의 길이 PHy가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기판 상에 어레이되어 있는 영역의 Y 방향 길이 EBy보다 
크게 설정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된 화상에 에지(edge) 결함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24도의 
제어 전압원(87)의 출력 전압은 설계 과정에서 설정된 기준 전압, 즉, Va = 5 KV로 유지된다. 따라서, 
메모리(85) 내의 보정값 테이블 3의 데이타는 제어 전압원(87)가 5 KV를 출력시키도록 하는 제어 신호 
Cor3를 제공하도록 설정된다. 또한, 화상 데이타 Data는 계산기(77)를 통해서 그 자체로 직접 출력된다. 
그러므로, 계산기(77)가 승산 및 제산용 계산기를 포함하면, 제어값 테이블 4의 데이타가 1로 설정된다.

[X  방향 편차가 있는 조립된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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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가 제22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전자 방출 디바이스 어레이의 X 방향으로거리 dif2 
만큼 벗어날 때, 휘도 감소 및 부정확한 배색의 발생은 제2 실시예에서 제22도의 화살표 P 각각의 방향
으로 전자빔에 의해 조사된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형광 물질에 인가된 전압을 보정하므로써 방지된다.

특히, 전자빔이 편향되는 거리는 식[3]을 이용하여 dif2만큼 보정된다. dif2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dif2는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 각각이 X 방향으로 설정 위치로부터 벗어 나는 거리이고,

Lh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대응하는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간의 거리이고,

Vf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구동 전압이고,

Va는 형광 물질에 인가된 전압(기준 전압)이고,

Va'는 형광 물질에 인가된 보정된 전압이고,

K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유형과 구조에 따라 결정된 상수이다.

Va'에 대해 식[5]를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메모리(85) 내에 보정값 테이블 3의 데이타로서 저장된 보정값은 Va에서 식[5']에 의해 계산
된 Va'로 제어 전압원(87)의 출력 전압을 보정하도록 설정된다.

한편, 형광 물질이 인가된 전압이 Va에서 Va'로 보정될 때, 전자빔에 의해 조사된 위치는 보정되지만, 
디스플레이된 전체 화상의 휘도는 형광 물질을 여기시키기 위해 사용된 전력이 Ie×Va에서 Ie×Va'로 변
화하기 때문에 동시에 변하게 된다. 따라서, 디스플레이된 전체 화상의 휘도는 초기 설계 휘도의 Va'/Va 
배로 밝거나 어둡게 된다. 그러한 휘도 시프트는 화상 데이타 Data를 보정하므로써 방지된다. 이 실시예
에서,  멀티플라이어는  계산기(77)로서  사용되고,  Va'/Va는  보정값  테이블  4에  대한  보정값으로서 
메모리(85)에 저장된다.

상기 두개의 보정값을 메모리(85) 내의 보정값 테이블 3 및 4에 각각 저장하므로써, 전자빔에 의해 조사
된 위치와 형광 물질을 여기시키기 위한 전력은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가 X 방향으로 벗어날 때 둘 다 보
정될 수 있다. 물론, 제22도는 X 방향으로만 형광 물질 스트라이트가 편차가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지
만, 제21도와 같이 Y 방향으로의 편차가 동시에 발생할 때라도 유사한 보정값을 메모리(85)내에 저장하
므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함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각도 편차가 있는 조립된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 (페이스 플레이트)]

페이스 플레이트가 제2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위에 형성되어 있는 기판을 기준
하여 선정된 각도로부터 약간의 각도 편차가 생기게 회전되어 조립될 때, 제23도의 화살표 P1 내지 P4가 
가리키는 방향 및 크기로 전자빔에 의해 조사된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형광 물질에 인가된 전압 Va를 보
정하므로써 실시예 2에서는 휘도 감소와 부정확한 배색의 발생이 방지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빔이 편
향되는 거리는 제22도를 참조하여 설명된 경우와 같이, 식[3]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정된다.

이때, 제22도를 참조한 상기 경우에서와 같이, 전자 방출 디바이스 모두에 대해 동일한 크기로 보정을 
실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각각의 X방향 라인에 대한 보정이 실행된다.

특히,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대응하는  라인들에  대한  보정값은  보정값  테이블  3의  데이타로서 
메모리(85)에 저장되고,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라인-바이-라인식으로 구동되는 타이밍과 동기하여 판독
된다. 그러므로써, 제어 전압원(87)의 출력 전압이 보정된다.

더욱이, 전자빔에 의해서 조사된 위치의 보정시 휘도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상 데이타 Data
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각각의 라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양으로 보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대응하는 라인에 대한 휘도의 보정값은 메모리(85)에 보정값 테이블 4의 데이타로서 저
장되고, 화상 데이타 Data가 입력되는 타이밍과 동기하여 판독되며, 그 후 계산기(77)에서 화상 데이타
의 보정이 이루어진다.

각각의 디바이스 라인에 대한 두개의 보정값을 계산하고 그들을 각각 상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85) 내의 
보정값 테이블 3 및 4에 저장하므로써, 전자빔에 의해 조사되는 위치와 형광 물질을 여기시키기 위한 전
력은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가 어떤 각으로 경사지게 벗어날 때 둘다 보정될 수 있다.

실시예 2의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앞서 설명되었다. 이러한 설명으로 부터 알 수 있듯이, 전자 방
출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가 그들의 적절한 위치 관계로부터 벗어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
없이 양질의 디스플레이 화상이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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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3]

본 발명의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대한 또 다른 양호한 실시예가 이하 설명될 것이다.

먼저, 실시예 3의 보정 방법은 제25a 내지 25c를 참조로 설명될 것이다. 제25a 내지 25c도는 하나의 전
자 방출 디바디스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이 대응하는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를 향해 비행하는 경로를 보여
주는 단면도이다. 이들 도면에서, 1은 전자 방출 디바이스가 위에 형성되어 있는 기판을 가리키고, 7은 
페이스 풀레이트를 가리킨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단지 하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만이 각 도면에 도시
되었다.

제25a도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가 디스플레이 패널의 조립 후에 설계 위치로부터 
전혀 어긋나지 않은 경우를 보여준다. 제25a도에서, Lef는 상기 식[3]을 이용하여 미리 설계된 거리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실시예 1 및 2에서와 같이,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인가된 전압 Vf와 형광 물질에 인가된 전
압 Va는 실시예 3에서는 보정되지 않는다.

제25b도는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가 디스플레이 패널의 조립 후에 제25a도에 도시된 설계 위치로부터 X 
방향으로 거리 dif2 만큼 벗어난 경우를 보여준다. 여기서, dif2는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 피치보다 작
은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 경우에,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인가된 전압 Vf는 실시예 3에서도 또한 보정되
어 G(녹색)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의 전자빔이 G 형광 물질에 정확히 조시된다. 대안적으로는, 실시
예 2에서와 같이 형광 물질에 인가된 전압 Va로 보정된다.

제25c도는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가 디스플레이 패널의 조립 후에 X 방향으로 또는 소정 각도로 경사지게 
평행한 거리 dif3만큼 편차가 있는 경우를 도시한다. 여기서, dif3은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 피치 PX보
다 큰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 경우에, 전자빔의 경로는 제25b도의 경우에서와 같이 Vf 또는 Va를 보정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거리 
dif3에 대응하는 크기로 보정될 수 있다. 그러나, Vf 또는 Va의 보정율이 매우 크다면, 형광 물질에 조
사된 전자빔의 형태(spot shape)가 왜곡될 수 있고, 또는 전압 보정에 기인한 휘도 시프트는 화상 데이
타의 보정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로써, 브라이트 포인트가 변형되거나, 전체 화
상에 걸친 휘도가 시프트하거나, 또는 계조의 동적 범위가 감소된다.

그러한 결함을 피하기 위하여, 실시예 3의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있어서, 전자빔의 경로는 전압 
보정에 의한 형광 물질의 하나의 스트라이프 경로에 대응하는 거리 내에서 보정되고, 전자 방출 디바이
스에 인가된 구동 신호는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의 전자빔에 의해 조사되는 형광 물질에 대한 
구동 신호에 의해 대체된다. 실시예 있어서, 제25c도의 경우에 전자빔의 경로가 전압 보정에 의해서 보
정되는 거리는 dif4로 설정되고, R (적색) 구동 신호는 G로서 설계된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인가된다.

그러한 보정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전기 회로 및 디스플레이 패널의 양호한 구조는 이하 설명된다.

실시예 3의 디스플레이 패널은 기본적으로는 제2도에 도시된 구조와 같다. 실시에 3의 디스플레이 패널
에 이용하기 위한 페이스 플레이트는 제1b도에 도시된 패널일 수 있지만, 제26b도에 도시된 패널이 여기
에 사용된다.

제26a 및 26b도는 실시예 3의 디스플레이 패널 내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의 설
정 위치를 보여주는 개략적 평면도이다. 제26a도는 기판(1)에 형성된 전자 방출 디바이스(2)의 어레이를 
보여주며, 제26b도는 페이스 플레이트(7)에 형성된 스트라이프형 형광 물질(11 및 11')의 어레이를 보여
주고 있다. 얼라인먼트 마크 AE, 거리 LE, 얼라인먼트 AP, 거리 LP, 거리 EBy, 거리 PHy, 어레이 피치 
PX 및 어레이 피치 PY는 제1a 및 제1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다. 제26b도의 
페이스 플레이트는 일차적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11')가 부가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제1b도의 페이
스 플레이트와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제26a도에 도시된 기판 상에 전자 방출 디바이스 어레이에 대응하
게 제공된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11) 이외에도, 빗금쳐진 영역으로 표시된 형광 물질의 일차적 스트라
이프(11')가 양면 상에 제공된다. 그 이유는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가 상술한 바와 같이 실시예 3에서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관하여 X 방향으로 1 피치만큼 어긋날 때 전자빔에 의해 조사된 위치를 1피치 내
로 보정하는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에지 내의 결함으로부터 화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형광 물질의 일차적 스트라이트(11')는 제26b도에서 좌우측 각각에 제공되지만, 2개의 피치들에 걸친 위
치 편차가 추정될 때에는 다수의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가 제공될 수 있다. 더욱이, 예시된 경우에 형광 
물질의 일차적 스트라이프(11')의 컬러는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11)에 대한 컬러 시퀀스 롤 (즉 R, G, 
B의 반복)에 따라서 결정된다.

실시예 3의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전기 회로는 제27도를 참조로 이하 설명될 것이다.

제27도는 전기 회로의 기본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제27도에서, 71은 디스플레이 패널, 
72는 스캔 신호 발생기, 73은 변조 신호 전압 변압기, 74는 펄스폭 변조기, 75는 직/병렬 (S/P) 변환기, 
76는 타이밍 제어기, 77은 계산기, 79는 디코더, 80는 정전압원, 81은 다른 정전압원, 86 또한 정전압
원, 87은 제어 전압원을 가리킨다. 이들 회로는 제24도를 참조로 설명된 실시예 2에서 대응하는 것들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88은 3개의 보정값 테이블 5 내지 7을 저장하는 메모리이고, 89는 제어 신호 Cor5
에 따라서 동작하는 데이타 어레이 변환기이다.

제27도의 전기 회로에서, 전자빔에 의해서 조사된 위치는 형광 물질에 인가된 구동 전압 Va을 보정함으
로써 보정된다. 특히, 형광 물질에 인가된 전압 Va의 보정값은 보정 테이블 6의 데이타로서 메모리(88)
에 저장되고, 디스플레이 패널(71)의 단자 Hv에 접속된 제어 전압원(87)는 보정값 테이블 5에서 읽혀지
는 보정값 Cor6에 따라서 전압을 출력한다. 여기서, 보정값 Cor6은 전자빔에 의해 조사된 위치를 1피치 
내로 보정하기에 적합한 값을 나타낸다. 실제로는, 제어 전압원(87)의 출력 전압은 기준 전압으로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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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에 설정되고 보정값 Cor6에 따라서 보정된다. 또한, 정전압원(80, 81)의 출력값은 각각 Vns = 7.2 V에 

설정되지만, 정전압원(86)의 출력값은 Vf = 14.2 V에 설정된다.

메모리(88) 내의 보정 테이블 7은 제24도의 보정 테이블 4에서와 같이, 화상 데이타 Data를 보정하기 위
한 보정 계수를 저장한다.

더우기, 메모리(88) 내의 보정 테이블 5는 데이타 어레이 변환기(89)에 의해 얻어진 어레이를 보정하는
데 필요한 어레이 보정을 위한 정보를 저장한다.

데이타 어레이 변환기(89)는 X 방향으로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 간의 위치 편차
가 1피치 내에 있을 때 초기에 설정된 컬러 시퀀스에 따라서 화상 데이타 R, G,B 를 배열하지만, 상기 
위치 편차가 1피치를 넘을 때에는 컬러 시퀀스를 변화시킨다.

상기 회로 구성에 있어서, 전자빔의 경로는 형광 물질에 인가된 전압 Va를 보정하므로써 형광 물질의 1 
스트라이프 피치 내로 보정될 수 있고,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인가된 구동 신호는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부터 전자빔에 의해 실제로 조사되는 형광 물질에 대한 구동 신호로 대체될 수 있다.

전자빔의 경로는 제27도의 전자 회로에서 형광 물질에 인가된 전압 Va를 보정하므로써 보정되지만, 제18
도의 회로 구성을 고려해서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인가된 전압 Vf를 보정함으로써 전자빔의 경로가 보정
되는 회로 구성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술된 실시예 3의 화상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부터,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가 그
들의 위치 관계에서 편차가 있든 없든 상관 없이 양질의 디스플레이 화상이 제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을 것이다. 실시예 3의 경우에,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 간의 위치 편차가 1 스트라
이프 피치 이상일 때 조차도 양질의 화상이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형광 물질 스트라이프가 디스플레이 패널의 조립 후에 그들의 
설정 위치로부터 벗어날지라도, 디스플레이된 화상의 에지에서 결함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 뿐만 아
니라 화상 스크린에 휘도가 불충분하거나 고르지 않게 되는 것이 방지된다. 부정확한 배색의 발생 또는 
혼색 또한 방지된다.

다시 말하면, 설정 위치로부터의 편차에 의해 발생되는 화질의 열화가 방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은 화질의 열화 방지, 개개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따른 특성 변화의 감소, 및 생
성율 증가 등의 장점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구성되며 기판상에 정렬된 전자 빔 소스 -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각각
은 공통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나란히 정렬된 양의 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음의 전극을 가짐 - ;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각각의 전자 빔의 조사에 의해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화상 형성 
부재; 화상 신호에 따라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각각의 구동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구동 수단; 상기 
화상 형성 부재로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전압 인가 수단; 및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
성 부재 간의 상대 위치의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선정된 상대 위치로부
터의 위치 편차(positional deviation)에 따라 각각의 전자 빔의 퀘도(trajectory)를 보정하기 위해 상
기 전압 인가 수단에 의해 인가된 전압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는 전압 조절 수단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 

복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구성되며 기판상에 정렬된 전자 빔 소스 -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각각
은 공통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나란히 정렬된 양의 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음의 전극을 가짐 - ;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각각의 전자 빔의 조사에 의해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화상 형성 
부재; 상기 화상 신호에 따라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각각의 구동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구동 수단; 
상기 화상 형성 부재로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전압 인가 수단; 및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
상 형성 부재 간의 상대 위치의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선정된 상대 위
치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각각의 전자 빔의 퀘도(trajectory)를 보정하도록 상기 구동 수단에 의해 
인가된 구동 신호의 전압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는 구동 신호 조절 수단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상기 화상 형성 부재 사이의 상대 위치에 대응하는 선정된 
값으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른 상기 구동 수단에 공급된 화상 신호를 보정하기 위한 화상 신호 보정 수
단을 더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빔출 디바이스와 상기 화상 형성 부재 사이의 상대 위치에 대응하는 선정된 
값으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른 상기 구동 수단에 공급된 화상 신호를 보정하기 위한 화상 신호 보정 수
단을 더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신호 보정 수단은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상기 화상 형성 부재 사이의 
상대 위치에 대응하는 소정 값으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른 화상 신호의 휘도 데이타를 보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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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신호 보정 수단은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상기 화상 형성 부재 사이의 
상대 위치에 대응하는 소정 값으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른 화상 신호의 휘도 데이타를 보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신호 보정 수단은 상기 전자 빔출 디바이스와 상기 화상 형성 부재 사이의 
상대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선정된 값으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른 화상 신호의 배열을 보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신호 보정 수단은 상기 전자 빔출 디바이스와 상기 화상 형성 부재 사이의 
상대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선정된 값으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른 화상 신호의 배열을 보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상기 화상 형성 부재 사이의 상대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선
정된 값으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구동 신호의 펄스 폭을 보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화상 형
성 장치.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상기 화상 형성 부재 사이의 상대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선
정된 값으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구동 신호의 펄스 폭을 보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화상 형
성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제1 기판 상에 장착되며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제2 기판 
상에 장착되고, 상기 위치 편차는 상기 제1 기판상에 인쇄된 제1 얼라인먼트 마크(alignment mark)와 상
기 제2 기판 상에 인쇄된 제2 얼라인먼트 마크 사이의 위치 편차를 기준으로 검출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제1 기판 상에 장착되며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제2 기판 
상에 장착되고, 상기 위치 편차는 상기 제1 기판상에 인쇄된 제1 얼라인먼트 마크(alignment mark)와 상
기 제2 기판 상에 인쇄된 제2 얼라인먼트 마크 사이의 위치 편차를 기준으로 검출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영역은 상기 전자 빔 소스가 상기 기판 상에 정렬되는 영역보다 
넓은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영역은 상기 전자 빔 소스가 상기 기판 상에 정렬되는 영역보다 
넓은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스트라이프형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스트라이프형 부재가 연
장되는 방향에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영역은 상기 전자 빔 소스가 상기 기판 상에 정렬되는 영역보다 
넓은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스트라이프형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스트라이프형 부재가 연
장되는 방향에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영역은 상기 전자 빔 소스가 상기 기판 상에 정렬되는 영역보다 
넓은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스트라이프형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스트라이프형 부재가 연
장되는 방향에 대해 수직인 방향에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영역은 상기 전자 빔 소스가 상기 기판 상
에 정렬되는 영역보다 넓은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스트라이프형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스트라이프형 부재가 연
장되는 방향에 대해 수직인 방향에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영역은 상기 전자 빔 소스가 상기 기판 상
에 정렬되는 영역보다 넓은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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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횡방향 전계 효과 전자 방출 디바이스인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횡방향 전계 효과 전자 방출 디바이스인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인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인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인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인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25 

기판 상에 (i) 매트릭스 형태로 정렬된 복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 - 상기 복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 
각각은 기판의 표면에 나란히 정렬된 양의 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음의 전극을 가짐 - 로 구성된 전
자 빔 소스, 및 (ii)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각각의 전자 빔의 조사에 의해 화상을 형성
하기 위한 화상 형성 부재를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서 전자 빔 조사 위치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상기 화상 형성 부재 사이의 상대 위치에 대응하는 선정된 값으로부
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상기 화상 형성 부재로 보정 전압을 인기함으로써 상기 전자 빔 조사 위치를 보
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기판 상에 배치되어 있으며 (i) 매트릭스 형태로 정렬된 복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 - 상기 복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 각각은 기판으 표면에 나란히 정렬된 양의 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음의 전극을 가짐 - 
로 구성된 전자 빔 소스, 및 (ii)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각각의 전자 빔의 조사에 의해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화성 형성 부재를 포함하는 화상 형성에 있어서의 전자 빔 조사 위치를 보정하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상기 화상 형성 부재 사이의 상대 위치에 대응된 선정된 값
으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보정 구동 신호를 인가함으로써 상기 전자 빔 
조사 위치를 보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 단계는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구동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구동 수단에 
공급된 화상 신호를 보정함에 의해 상기 구동 신호를 보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구동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구동 수단에 공급된 화상 신호
의 휘도 데이타를 보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상기 화상 형성 부재 사이의 상대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선정된 값으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상기 화상 신호의 배열을 보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 단계는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와 상기 화상 형성 부재 사이의 상대 위치
에 대응하는 상기 선정된 값으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상기 구동 신호의 폴스 폭을 보정함에 의해 상
기 구동 신호를 보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스트라이프형 부재이며, 상기 복수의 전자 방출 소자의 각각은 
음의 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양의 전극을 포함하며, 이들이 상기 스트라이프형 부재가 연자되는 방향
에 수직인 방향으로 나란히 상기 기판측의 표면 상에 정렬되는 방법.

청구항 32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스트라이프형 부재이며, 상기 복수의 전자 방출 소자의 각각은 
음의 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양의 전극을 포함하며, 이들이 상기 스트라이프형 부재가 연자되는 방향
에 수직인 방향으로 나란히 상기 기판측의 표면 상에 정렬되는 방법.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라이프형 부재가 연장되는 방향에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상기 영역은 상
기 전자 빔 소스가 상기 기판 상에 정렬되는 영역 보다 더 넓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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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라이프형 부재가 연장되는 방향에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상기 영역은 상
기 전자 빔 소스가 상기 기판 상에 정렬되는 영역 보다 더 넓은 방법.

청구항 35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라이프형 부재가 연장되는 방향에 수직인 방향에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상기 영역은 상기 전자 빔 소스가 상기 기판 상에 정렬되는 영역 보다 더 넓은 방법.

청구항 36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라이프형 부재가 연장되는 방향에 수직인 방향에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상기 영역은 상기 전자 빔 소스가 상기 기판 상에 정렬되는 영역 보다 더 넓은 방법.

청구항 3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제1 기판 상에 장착되고,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제2 기판 
상에 장착되며, 상기 위치 편차는 상기 제1 기판 상에 인쇄된 제1 얼라인먼트 마크와 상기 제2 기판 상
에 인쇄된 제2 얼라인먼트 마크 사이의 위치 편차를 기준으로 검출되는 방법.

청구항 3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제1 기판 상에 장착되고,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제2 기판 
상에 장착되며, 상기 위치 편차는 상기 제1 기판 상에 인쇄된 제1 얼라인먼트 마크와 상기 제2 기판 상
에 인쇄된 제2 얼라인먼트 마크 사이의 위치 편차를 기준으로 검출되는 방법.

청구항 3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영역은 상기 전자 빔 소스가 상기 기판 상에 정렬되는 영역 보
다 더 넓은 방법. 

청구항 4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영역은 상기 전자 빔 소스가 상기 기판 상에 정렬되는 영역 보
다 더 넓은 방법. 

청구항 41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횡방향 전계 효과 전자 방출 디바이스인 방법.

청구항 42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횡방향 전계 효과 전자 방출 디바이스인 방법.

청구항 43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인 방법.

청구항 44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인 방법.

청구항 45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인 방법.

청구항 46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인 방법.

청구항 47 

기판 상에 복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전자 빔 소스 -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각각은 공통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나란히 정렬되는 음의 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양의 전극을 포함함 - ;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전자 빔의 조사에 의해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화상 형성 부재; 상기 
화상 신호에 따라 상기 복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구동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구동 수단: 상기 화상 
형성 부재로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전압 수단; 및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
의 상대 위치의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선정된 상대 위치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화상 신호의 배열 순서를 시프팅하기 위한 시프팅 수단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스트라이프형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스트라이프형 부재가 연
장되는 방향에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영역은 상기 전자 빔 소스가 상기 기판 상에 정렬되는 영역 보
다 더 넓은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49 

제47항 또는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제1 기판 상에 장착되고, 상기 화상 형성 부
재는 제2 기판 상에 장착되며, 상기 위치 편차는 상기 제1 기판 상에 제1 얼라인먼트 마크와 제2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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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제2 얼라인먼트 마크 사이의 위치 편차를 기준으로 검출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50 

제47항 또는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횡방향 전계 효과 전자 방출 디바이스인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51 

제47항 또는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인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52 

기판 상에 복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 -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각각은 상기 기판측의 표면 상에서 공
통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나란히 정렬되는 음의 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양의 전극을 포함함 - 를 
포함하는 전자 빔 소스;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전자 빔의 조사에 의해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화상 형성 부재; 화상 신호에 따라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구동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구동 수
단;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로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전압 수단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서의 화상 
형성 동작을 보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상대 위치
의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선정된 상대 위치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구동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상기 구동 수단에 공급되는 상기 화상 신호의 배
열 순서를 시프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각각이 공통 방향에 실질적으로 직교인 방향으로 연장하는 수
평 스트라이프형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상기 공통 방향에 수평 방향으로 직선으
로 정렬되는 방법.

청구항 54 

제52항 또는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스트라이프형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스트라이프
형 부재가 연장하는 방향에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영역은 상기 전자 빔 소스가 상기 기판 상에 정렬
되는 영역보다 더 넓은 방법.

청구항 55 

제52항 또는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제1 기판 상에 장착되고, 상기 화상 형성 부
재는 제2 기판 상에 장착되며, 상기 위치 편차는 상기 제1 기판 상에 인쇄된 제1 얼라인먼트 마크와 제2 
기판 상에 인쇄된 제2 얼라인먼트 마크 사이의 위치 편차를 기준으로 검출되는 방법.

청구항 56 

제52항 또는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횡방향 전계 효과 전자 방출 디바이스인 방
법.

청구항 57 

제52항 또는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표면 전도 전자 방출 디바이스인 방법.

청구항 5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상기 공통 방향에 평행한 행으로 정렬되고, 상기 전압 조절 
수단은 상기 전압 인가 수단에 의해 인가된 전압을 조절하여 각각의 상이한 조절된 전압은 상기 전자 방
출 디바이스의 각각의 행이 조사하게 되는 경우 인가되어, 상기 공통 방향에 관계된 상기 화상 형성 부
재의 설정된 각도의 편차를 보상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각각이 상기 공통 방향에 실질적으로 직교인 방향으로 연장하
는 수평 스트라이프형 부재를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6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상기 공통 방향에 수평인 행으로 정렬되며, 상기 구동 신호 
조절 수단은 구동 신호의 전압을 조절하도록 되어 각각의 상이한 조절된 전압은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
스의 각각의 행이 조사되는 경우 인가되어, 상기 공통 방향에 관계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설정된 각
도의 편차를 보상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각각이 상기 공통 방향에 실질적으로 직교인 방향으로 연장하
는 수평 스트라이프형 부재를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6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각각이 상기 공통 방향에 실질적으로 직교인 방향으로 연장하는 
수평 스트라이프형 부재를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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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각각이 상기 공통 방향에 실질적으로 직교인 방향으로 연장하는 
수평 스트라이프형 부재를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64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각각이 상기 공통 방향에 실질적으로 직교인 방향으로 연장하
는 수평 스트라이프형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상기 공통 방향에 수평 방향으로 직
선으로 정렬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65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공통 방향으로 순서대로 주기적으로 정렬된 R 형광 물질, G 형
광 물질, 및 B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들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66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스트라이프형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공통 방향으로 정렬된 상
기 스트라이프형 부재의 수는 직선으로 정렬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수보다 큰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67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상기 공통 방향으로 순서대로 주기적으로 정렬된 R 형광 물질, 
G 형광 물질, 및 B 형광 물질의 스트라이프들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68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스트라이프형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공통 방향으로 정렬된 상
기 스트라이프형 부재의 수는 직선으로 정렬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수보다 큰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6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간의 상대 위치의 상기 전자 방출 디
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선정된 상대 위치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상기 구동 수단에 공
급되는 화상 신호를 보정하기 위한 화상 신호 보정 수단을 포함하여, 상기 빔 궤도를 보정하는 효과를 
보상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7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빔 궤도를 보정하는 효과를 보상하기 위해 상기 위치 편차에 따라 구동 신호의 펄
스 폭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7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간의 상대 위치의 상기 전자 방출 디
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선정된 상대 위치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상기 화상 신호의 배
열 순서를 시프팅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7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영역은 상기 전자 빔 소스가 기판 상에 정렬되는 영역보다 더 
넓어서, 상기 전자 소스의 영역의 에지(edge)에서의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의해 상기 화상 형성 부
재의 조사가 보장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7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영역은 상기 공통 방향으로의 연장 만큼 상기 전자 빔 소스가 
상기 기판 상에 정렬되는 영역보다 더 넓은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74 

매트릭스 형태로 기판 상에 정렬된 복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 - 상기 복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 각각
은 공통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나란히 상기 기판의 표면 상에 정렬된 음의 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양의 전극을 포함함 -를 포함하는 전자 빔 소스와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전자 빔의 조
사에 의해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화상 형성 부재를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서의 전자 빔 조사 위치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상대 위치의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선정된 상대 위치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상기 화
상 형성 부재에 인가된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전자 빔 조사 위치를 보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5 

매트릭스 형태로 기판 상에 정렬된 복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 - 상기 복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 각각
은 상기 기판의 표면 상에서 공통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나란히 정렬되어 있는 음의 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양의 전극을 포함함 -를 포함하는 전자 빔 소스와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전자 
빔의 조사에 의해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화상 형성 부재를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에서의 전자 빔 조사 
위치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상대 위치
의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선정된 상대 위치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상기 화상 형성 부재에 인가된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전자 빔 조사 위치를 보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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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청구항 76 

제75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는 각각이 상기 공통 방향에 실질적으로 직교 방향으로 연장하는 
평행 스트라이프형 부재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7 

제75항에 있어서, 상기 빔 궤도의 보정 효과를 보상하도록 구동 수단에 공급되는 화상 신호를 보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8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구동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상기 구동 수단에 공급되는 상
기 화상 신호의 휘도 데이타를 보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9 

제75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상대 위치의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선정된 상대 위치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상기 화상 신호의 
배열 순서를 시프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0 

제75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를 장착한 상기 기판과 제2 기판 상의 제1 및 제2 얼라인먼트 마
크를 각각 참조하여 상기 위치 편차를 검출 및 측정하는 단계; 및 인가된 전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측정의 결과를 이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1 

제80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의 결과에 따른 보정값 데이타를 메모리로 입력하는 단계와 상기 인가된 전
압의 조절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내에 저장된 상기 보정값 데이타를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2 

제8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상기 영역은 상기 공통 방향으로의 연장 만큼 상기 전자 빔 소
스가 상기 기판 상에 정렬되는 영역보다 더 넓은 방법.

청구항 83 

제75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상기 영역은 상기 전자 빔 소스가 기판 상에 정렬되는 영역보
다 더 넓으며, 상기 전자 빔 소스의 영역의 에지에서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에 의해 화상 형성 부재의 영
역의 에지에서의 화상 형성 부재를 조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4 

제83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상기 영역은 상기 공통 방향으로의 연장 만큼 상기 전자 빔 소
스가 상기 기판 상에 정렬되는 영역보다 더 넓은 방법.

청구항 85 

제75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 방향에 평행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의 각각의 매트릭스 행이 조사되는 
경우 상이한 각각의 조절된 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공통 방향에 대한 상기 화상 형성 부재의 설정된 각도
의 편차를 보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수단, 상기 전압 인가 수단, 및 상기 전압 조절 수단을 포함하는 구동 회로
를 더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8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수단, 상기 전압 인가 수단, 및 상기 전압 조절 수단을 포함하는 구동 회로
를 더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88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구성되며 기판상에 정렬된 전자 빔 소스 -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나란히 정
렬된 양의 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음의 전극을 가짐 - ;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각각
의 전자 빔의 조사에 의해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화상 형성 부재; 상기 화상 신호에 따라 상기 전자 방
출 디바이스로 구동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구동 수단; 상기 화상 형성 부재로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전
압 인가 수단; 및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상대 위치의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부재  간의  선정된  상대  위치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전자  빔의 
궤도(trajectory)를 보정하기 위해 상기 전압 인가 수단에 의해 인가된 전압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는 전
압 조절 수단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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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상에 배치된 전자 방출 디바이스 -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공통 방향에 수평인 방향으로 나란
히 정렬된 양의 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음의 전극을 가지며 를 포함하는 전자 빔 소스; 상기 전자 방
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전자 빔의 조사에 의해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화상 형성 부재; 화상 신호에 
따라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구동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구동 수단; 상기 화상 형성 부재로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전압 인가 수단; 및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상대 위치의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선정된 상대 위치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전
자 빔의 궤도(trajectory)를 보정하기 위해 사익 구동 수단에 의해 인가된 구동 신호의 전압 조절 수단
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90 

기판 상에 배치된 복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전자 빔 소스;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전자 빔의 조사에 의해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화상 형성 부재; 상기 화상 신호에 따라 상기 복수
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구동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구동 수단; 상기 화상 형성 부재로 전압을 인가하
기 위한 전압 수단; 및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상대 위치의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선정된 상대 위치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상기 화상 신
호의 배열 순서를 시프팅하기 위한 시프팅 수단을 포함하는 화상 형성 장치.

청구항 91 

(i) 기판 상에 배치된 복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전자 빔소스, (ii)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
스로부터 방출된 전자 빔의 조사에 의해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화상 형성 부재, (iii) 상기 화상 신호에 
다라 상기 복수의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구동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구동 수단, 및 (iv) 상기 화상 형성 
부재로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전압 수단을 갖는 화상 형성 장치의 화상 형성 동작을 보정하는 방법에 있
어서, 상기 전자 방출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상대 위치의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선정된 상대 위치로부터의 위치 편차에 따라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구동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상기 구동 수단에 공급되는 상기 화상 신호의 배열 순서를 시프팅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92 

(i) 기판 상에 배치된 전자 방출 디바이스 -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상기 기판의 표면에 나란히 정
렬된 음의 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양의 전극을 포함함 - 를 포함하는 전자 빔 소스, (ii)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전자 빔의 조사에 의해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형성 부재를 갖는 화상 형성 
장치의 전자 빔 조사 위치를 보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상대 위치의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선정된 상대 위치로부터의 위
치 편차에 따라 상기 화상 형성 부재로 인가된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전자 빔 조사 위치를 보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3 

(i) 기판 상에 배치된 전자 방출 디바이스 -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는 상기 기판의 표면에 나란히 정
렬된 음의 전극, 전자 방출 영역, 및 양의 전극을 포함함 - 를 포함하는 전자 빔 소스, (ii)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부터 방출된 전자 빔의 조사에 의해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형성 부재를 갖는 화상 형성 
장치의 전자 빔 조사 위치를 보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상대 위치의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 및 상기 화상 형성 부재 간의 선정된 상대 위치로부터의 위
치 편차에 따라 상기 전자 방출 디바이스로 인가된 구동 신호의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전자 빔 조사 위치
를 보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도면

43-26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1a

    도면1b

43-27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2

    도면3

    도면4a

43-28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4b

    도면5a

    도면5b

43-29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6a

    도면6b

    도면7a

43-30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7b

    도면7c

    도면8a

43-31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8b

    도면9a

    도면9b

    도면10a

    도면10b

43-32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10c

    도면10d

    도면10e

    도면11

    도면12a

43-33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12b

    도면13

    도면14a

    도면14b

    도면14c

    도면14d

43-34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14e

    도면14f

    도면15

43-35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16

    도면17

43-36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18

    도면19

43-37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20

    도면21

    도면22

43-38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23

    도면24

43-39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25a

    도면25b

    도면25c

    도면26a

43-40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26b

    도면27

43-41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28

    도면29

    도면30

43-42

등록특허특0172634



    도면31

    도면32

43-43

등록특허특0172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