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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용기를 구성하는 기판간의 간격을 규정하는 각 스페이서를, 가해진 장력에 의해 그들의 직선성을 유지하면서 각 기판에 대

해서 고착시킨다. 고착시, 각 스페이서의 고착점을 장력이 가해지는 지점사이에 배치함으로써, 장력이 해방된 경우에도,

직선성을 유지해서, 각 스페이서의 배치의 어긋남을 방지하여, 조립정밀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도 1B, 도 1C, 도 1D 및 도 1E는, 본 발명의 제 1실시형태에 의한 스페이서의 구성과 스페이서 제조방법을 표시한

개략도

도 2A, 도 2B, 도 2C, 도 2D 및 도 2E는, 본 발명의 제 2실시형태에 의한 스페이서의 구성과 스페이서 제조방법을 표시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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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 도 3B, 도 3C, 도 3D, 도 3E 및 도 3F는, 본 발명의 제 3실시형태에 의한 스페이서의 구성과 스페이서 제조방법을

표시한 개략도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스페이서를 이용한 화상표시장치의 표시패널의 일부를 잘라내어 표시한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스페이서를 이용한 화상표시장치의 멀티전자빔원을 표시한 평면도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에 의한 스페이서를 이용한 화상표시장치의 페이스플레이트상의 형광체의 배치를 표시한 단면

도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스페이서를 이용한 화상표시장치의 표시패널을 표시한, 도 4도의 7-7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 8은 종래의 화상표시장치의 표시패널의 일부를 잘라내어 표시한 사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스페이서반송유닛 2: 스페이서파지부

3: 기준 클로 4: 가동 클로

5: 접착제 6: 보조지지부재

7: 장력인가유닛 11: 기판

12: 냉음극소자 13: 행방향 배선

14: 열방향 배선 15: 리어플레이트

16: 측벽 17: 페이스플레이트

18: 형광막 19: 메탈백

20: 스페이서 20a: 절연성 부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화상표시장치에 이용되는 용기의 제조방법 및 전자를 방출하는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제까지, 예를 들면, 화상표시장치에 이용되는 전자선장치에 있어서, 전자방출소자로서 열음극소자와 냉음극소자의 2종

류가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냉음극소자에서는, 표면전도형 전자방출소자로서 예를 들면, M. I. Elinson, Radio Eng. Electron Phys., 10, p.

1290(1965)나 후술하는 다른 예가 알려져 있다. 또, 전계방출형 소자(이하, FE형 소자라 칭함)나, 금속/절연층/금속형 소

자(이하, MIM형 소자라 칭함) 등이 알려져 있다.

표면전도형 전자방출소자는, 기판상에 형성된 소형 면적의 박막에, 해당 박막의 표면에 평행으로 전류를 흘림으로써 전자

방출이 생기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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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전자방출소자를 이용한 화상표시장치중, 얇은 평면형 표시장치는 공간절약이 가능하고 경량이므로, 음극선관

형의 표시장치의 대체품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도 8은 평면형 화상표시장치를 구성하는 표시패널부의 일례를 표시하는 사시도이고, 내부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패널의 일

부를 잘라내어 표시하고 있다.

복수의 냉음극소자(112)를 형성한 리어플레이트(115)와, 발광재료인 형광막(118)을 형성한 페이스플레이트(117)를 간격

규정부재인 구조지지부재(120)(스페이서(spacer) 혹은 리브(rib)라 칭함)를 개재해서 대향시킨 구조를 지니는 평면형의

화상표시장치이다. 리어플레이트(115), 측벽(116) 및 페이스플레이트 (117)에 의해 표시패널의 내부를 진공으로 유지하

기 위한 기밀용기를 형성하고 있다. 리어플레이트(115)에는, 기판(111)이 고정되어 있으나, 해당 기판(111)상에는 냉음극

소자(112)가 복수개 형성되어 있다. 또, 형광막(118)의 리어플레이트 (115)쪽의 면에는, CRT의 분야에서는 공지되어 있

는 메탈백(metal back)(19)이 설치되어 있다.

또, 상기 기밀용기의 내부는 10-6[Torr]정도의 진공으로 유지되어 있고, 화상표시장치의 표시면적이 크게 됨에 따라, 기

밀용기의 내부와 외부간의 기압차에 의한 리어플레이트(115) 및 페이스플레이트(117)의 변형 혹은 파괴를 방지하는 방법

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리어플레이트(115) 및 페이스플레이트(117)를 두껍게 하는 방법을 채용할 경우에는, 화상표시장

치의 중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 화면을 사선방향으로부터 볼 때에는, 화상의 왜곡이나 시차가 생기게 된다. 이것에 대해

서, 비교적 얇은 유리판으로 이루어져 대기압을 견디기 위한 스페이서(120)가 설치되어 있다. 스페이서(120)의 조립방법

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6,278,066호(WO98/28774, 일본국 공개특허 제 2000-510282호 공보), EP

690472 A(일본국 공개특허 평 8-180821호 공보), EP 405262 A(일본국 공개특허 평 3-49135호 공보) 등에 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해서, 리어플레이트(115)와 형광막(118)이 형성된 페이스플레이트(117)사이의 간격은, 통상 서브밀리미

터 내지 수밀리미터로 유지되어, 전술한 기밀용기내부는 고진공으로 유지되어 있다.

또, 스페이서(120)는, 리어플레이트(115)와 페이스플레이트(117)사이를 비상 (飛翔)하는(즉, 날으는) 전자의 궤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전자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의 하나는 스페이서(120)의 대전이다. 스페이서(120)의 대전

은 전자원으로부터 방출된 전자의 일부 혹은 페이스플레이트(117)에서 반사된 전자가 스페이서(120)에 입사하고, 스페이

서(120)로부터 2차전자가 방출됨으로써, 혹은 전자의 충돌에 의해 전리한 이온이 표면에 부착하는 것에 의한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스페이서(120)가 정(+)대전하면 스페이서(120)근방을 날으는 전자가 스페이서에 끌리므로, 스페이서(120)근방에서 표시

화상에 왜곡을 일으킨다. 대전의 영향은 리어플레이트(115)와 페이스플레이트(117)간의 간격이 커짐에 따라 현저하게 된

다.

일반적으로 대전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대전면에 도전성을 부여하고, 약간의 전류를 스페이서에 흐르게 함으로써 전하

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의 개념을 스페이서(120)에 응용하여 스페이서(120)의 표면을 반도체피막으로 피복하는

수법이 EP 690472 A에 개시되어 있다.

또, EP 405262 A에는 스페이서(120)의 표면을 PdO계 유리재로 피복하는 수법이 개시되어 있다.

또한, 스페이서(120)의 페이스플레이트(115)와 리어플레이트(117)와의 접촉면에는 전극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피복재에

균일하게 전장을 인가함으로써, 접속불량이나 전류집중에 의한 스페이서(120)의 파괴를 방지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상 설명한 표시패널을 이용한 화상표시장치는, 행방향 배선(113)의 외부용기단자(Dx1) ~ (Dxm) 및 열방향 배선(114)

의 외부용기단자(Dy1) ~ (Dyn)를 통해서 각 냉음극소자(112)에 전압을 인가하면, 각 냉음극소자(112)로부터 전자가 방

출된다. 그것과 동시에 메탈백(119)에 외부용기단자(Hv)를 통해서 수백V(볼트) 내지 수kV(킬로볼트)의 고압을 인가해서,

상기 방출된 전자를 가속해서, 페이스플레이트 (117)의 내면에 충돌시킨다. 이것에 의해, 형광막(118)을 이루는 각 색의

형광체가 여기되어 발광되어서, 화상이 표시된다.

종래예에서 표시한 화상표시장치의 표시패널에 있어서는, 표시패널의 표시면적이나 리어플레이트의 두께 및 페이스플레

이트의 두께에 따라서, 스페이서를 복수개 배치한다. 그러나, 표시면적을 크게 할 경우, 스페이서수가 증대하고, 조립공정

에 있어서 표시패널상에 스페이서를 배치하기 위한 시간이 증가하므로, 비용증가로 된다. 또, 조립시의 스페이서의 수율이

표시패널의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아져, 이것도 비용증가의 요인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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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페이서의 조립정밀도가 불충분하므로, 페이스플레이트의 비발광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스페이서가 위치하게 되면,

표시화상이 스페이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고품위의 화상표시가 곤란해진다. 또, 스페이서가 비발광영역으로부

터 벗어나지 않아도, 조립정밀도가 불충분해서 스페이서의 배치가 벗어난 경우, 스페이서가 전자빔궤도에 영향을 미쳐, 화

상을 왜곡시켜 버릴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 현상은, 스페이서가 대전하고 있는 경우에, 현저하게 나타났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상 설명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스페이서의 조립 및 제조방법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스

페이서의 배치어긋남을 방지하고, 조립정밀도를 높게 하는 것과,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화상표시장치의 용기 또는 전자선

장치의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있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하면, 제 1기판과, 상기 제 1기판에 대향배치된 제 2기판과, 상기 제 1기판과 상

기 제 2기판과의 사이에 배치된 대략 판형상의 간격규정부재를 지닌 용기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간격규정부재에 장력을 가하는 공정과,

장력이 가해진 상기 간격규정부재를, 상기 제 1기판에 고착시키는 공정과,

상기 제 1기판에 고착된 상기 간격규정부재로부터 장력을 해제하는 공정을 지니고,

상기 간격규정부재를 상기 제 1기판에 고착하는 상기 공정에 있어서, 상기 간격규정부재의 상기 제 1기판에의 고착점의

위치가, 장력이 작용하는 지점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또, 본 발명에 의한 용기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간격유지부재에 장력을 가하는 공정에 있어서, 장력이 가해지는 지점

에 간격유지부재의 기체(基體)가 위치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용기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간격유지부재에 장력을 가하는 공정에 있어서, 장력이 가해지는 지

점에 간격유지부재의 기체에 접속된 보조지지부재가 위치되어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한 용기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간격유지부재에 장력을 가하는 공정에 있어서, 스페이서반송유닛에

의해 장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용기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간격유지부재에 장력을 가하는 공정에 있어서, 장력인가유닛에 의

해 장력을 가하고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표면에 복수의 전자방출소자를 지닌 제 1기판과, 상기 제 1기판에 대향배치되어, 상기 복수의 전자

방출소자로부터 방출된 전자를 제어하는 전극이 설치된 제 2기판과, 상기 제 1기판과 상기 제 2기판과의 사이에 배치된 대

략 판형상의 간격규정부재를 지닌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간격규정부재에 장력을 가하는 공정과,

장력이 가해진 상기 간격규정부재를, 상기 제 1기판에 고착시키는 공정과,

상기 제 1기판에 고착된 상기 간격규정부재로부터 장력을 해제하는 공정을 지니고,

상기 간격규정부재를 상기 제 1기판에 고착하는 상기 공정에 있어서, 상기 간격규정부재의 상기 제 1기판에의 고착점의

위치가, 장력이 작용하는 지점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또, 본 발명에 의한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간격유지부재에 장력을 가하는 공정에 있어서, 장력의 작용점

에 간격유지부재의 기체(基體)가 위치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간격유지부재에 장력을 가하는 공정에 있어서, 장력의 작용

점에 간격유지부재의 기체에 접속된 보조지지부재가 위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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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발명에 의한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간격유지부재에 장력을 가하는 공정에 있어서, 스페이서반송유

닛에 의해 장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간격유지부재에 장력을 가하는 공정에 있어서, 장력인가유닛

에 의해 장력을 가하고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한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간격유지부재의 기체는 절연성이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간격유지부재의 표면에는, 고저항막이 형성되어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한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고저항막의 시트저항이 107[Ω/square]이상 1014[Ω/square]

이하이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기판은, 상기 복수의 전자방출소자를 전기적으로 접속하

는 복수의 배선을 지니고, 상기 간격규정부재는, 상기 배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스페이서를 기판상에 조립하기 위한 용기 또는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하에, 본 발명의 바람

직한 실시형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 본 발명에 의한 스페이서를 이용한 화상표시장치의 표시패널은, 도 4에 표시한 바와 같이(상세는 후술함), 복수의 냉음

극소자(12)를 형성한 리어플레이트 (15)와, 발광재료인 형광막(18)을 형성한 페이스플레이트(17)를 스페이서(20)를 개재

해서 대향시킨 구조를 지닌 평면형의 표시장치이다.

도 1A, 도 1B, 도 1C, 도 1D 및 도 1E는, 제 1실시형태에 의한 스페이서의 구성과 스페이서 제조방법의 개략도로, 스페이

서(20)의 리어플레이트(15)에의 조립공정을 나타낸 설명도이다.

(a) 스페이서(20)를 스페이서반송유닛(1)에 세트한다.

상기 스페이서반송유닛(1)에는, 스페이서파지(把持)부(2)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스페이서반송유닛(1)에는 접착제도포용

의 디스펜서(도시생략) 및 열풍건조용의 히트건(heat gun)(도시생략)이 배치되어 있다.

스페이서파지부(2)는, 기준 클로(claw)(3)와 가동 클로(4)로 이루어지고, 가동 클로(4)를 이동시켜, 기준 클로(3)와 가동

클로(4)와의 사이의 간격을 증감시킴으로써 스페이서(20)의 파지를 행한다. 또, 상기 스페이서(20)의 파지시에, 상기 스페

이서(20)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의 기준 클로(3)의 스페이서(20)와의 접촉하는 면을, 서로 평행하게 하고, 또 장치

원점으로부터 해당 면의 위치까지의 거리가 서로 동일하게 되도록 조정한다.

(b) 스페이서(20)의 길이방향에 장력을 가한다.

상기 스페이서파지부(2)는, 한쪽이 고정되어 있고, 다른 쪽이 도 1B중 화살표 "A"로 표시한 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되어

있고, 상기 기준 클로(3)와 상기 가동 클로(4)와의 사이를 폐쇄해서 상기 스페이서(20)를 파지한 후, 상기 스페이서파지부

(2)의 한쪽을, 상기 스페이서(20)의 길이방향으로 에어실린더를 사용해서 압압함으로써, 상기 스페이서(20)를 잡아당겨,

장력을 생기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c) 스페이서(20)를 리어플레이트(15)상의 소망의 장소에 얼라인먼트한다.

(d) 스페이서(20)를 리어플레이트(15)에 고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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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펜서를 사용해서, 접착제(5)를 적정량 도포한 후, 상기 히트건을 사용해서, 상기 접착제(5)를 열풍에 의해 가열, 경화

시켜, 상기 스페이서(20)와 상기 리어플레이트(15)를, 소정의 위치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착, 고정한다. 접착제(5)로

고착하는 개소는, 장력이 가해지고 있는 지점보다도 안쪽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사용하는 접착제(5)는, 상기 스페이서

(20)가 최종적으로 진공용기중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유기계 접착제 등 탈가스가 적은 접착제인 것이 바람직하다.

(e) 스페이서(20)에의 장력을 해제한다.

상기 접착제(5)의 경화가 종료한 후, 상기 스페이서반송유닛(1)의 상기 에어실린더에 의한 압력을 해제하고, 상기 스페이

서파지부(2)의 가동 클로(4)를, 해당 가동 클로(4)가 스페이서(20)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시켜, 상기 리어플레이트

(15)에 고정한 상기 스페이서(20)를 상기 스페이서파지부(2)로부터 해제한다.

이와 같이, 스페이서(20)의 장력작용점이, 리어플레이트(15)에의 고착점보다도 바깥쪽에 있음으로써, 장력에 의한 직선성

을 유지한 채로, 스페이서(20)의 리어플레이트(15)에의 고착이 완료하므로, 필요충분한 스페이서(20)의 조립정밀도를 얻

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스페이서(20)의 장력작용점이, 리어플레이트(15)에의 고착점보다도 안쪽에 있으면, 장력작용점

으로부터 고착점까지의 영역에서는, 장력에 의한 직선성의 보정효과가 얻어지지 않으므로, 필요충분한 스페이서(20)의 조

립정밀도를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또, 스페이서(20)의 장력작용점이, 리어플레이트(15)에의 고착점보다도 바깥쪽에 있으므로, 장력을 해제할 때에, 스페이

서(20)에 가중되는 힘이 미치게 되어, 스페이서(20)에의 영향을 없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하에,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와 효과를 설명한다.

도 2A 내지 도 2E는, 제 2실시형태에 의한 스페이서의 구성과 제조방법의 개략도이고, 본 실시형태는, 제 1실시형태에 비

해서, 스페이서(20)의 구성을 변화시킨 것이다. 스페이서(20)의 양단부에는, 보조지지부재(6)가 접착제(5)에 의해 접착되

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장력은, 보조지지부재(6) 또는 스페이서 (20)에 부여된다.

본 실시형태는, 스페이서(20)의 형태로서, 보조지지부재(6)가 접착되어 있는 스페이서도 포함된다.

도 3A 내지 도 3F는, 제 3실시형태에 의한 스페이서의 구성과 제조방법의 개략도이고, 제 1실시형태에 비해서, 스페이서

(20)의 구성과 조립공정의 일부를 변화시킨 것이다. 스페이서(20)의 한쪽 단부에는, 미리, 보조지지부재(6)가 접착제(5)에

의해 접착되어 있다.

(a) 스페이서(20)를 스페이서반송유닛(1)에 세트한다.

상기 스페이서반송유닛(1)에는, 스페이서파지부(2)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해당 스페이서반송유닛(1)에는 접착제도포용

의 디스펜서(도시생략) 및 열풍건조용의 히트건(도시생략)이 배치되어 있다. 각 스페이서파지부(2)는, 기준 클로(3)와 가

동 클로(4)로 이루어지고, 가동 클로(4)를 이동시켜, 기준 클로(3)와 가동 클로 (4)와의 사이의 간격을 증감시킴으로써 스

페이서(20)의 파지를 행한다. 또, 상기 스페이서(20)의 파지시에, 상기 스페이서(20)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의 기준

클로(3)의 스페이서(20)와의 접촉하는 면을, 서로 평행하게 하고, 또 장치원점으로부터 해당 면의 위치까지의 거리가 서로

동일하게 되도록 조정한다. 본 공정에서는, 스페이서(20)의 파지는, 스페이서(20) 또는 보조지지부재(6)를 파지함으로써

행한다.

(b) 스페이서(20)를 리어플레이트(15)상의 소망의 장소에 얼라인먼트한다.

(c) 스페이서(20)의 한쪽 단부를 리어플레이트(15)에 고착한다.

디스펜서를 사용해서, 접착제(5)를 적정량 도포한 후, 상기 히트건을 사용해서, 상기 접착제(5)를 열풍에 의해 가열, 경화

시켜, 상기 스페이서(20)와 상기 리어플레이트(15)를, 소정의 위치관계를 유지한 뒤에 접착, 고정한다. 접착제(5)로 고정

하는 개소는, 상기 스페이서(20) 또는 상기 보조지지부재(6)이다.

(d) 스페이서(20)의 길이방향에 장력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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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페이서(20)에 있어서, 리어플레이트(15)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한쪽 단부를, 제 1실시형태에 기재한 바와 마찬가지

로 도 3D중 화살표 "A"로 표시된 방향으로 이동가능한 상기 스페이서파지부(2)를 지닌 장력인가유닛(7)을 사용해서, 상기

스페이서(20)를 잡아당겨, 해당 스페이서(20)에 장력이 생기게 한다. 본 공정에서는, 제 1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스페이

서반송유닛(1)의 스페이서파지부(2)에 의해서 장력을 부여하는 방법을 이용해도 된다.

(e) 스페이서(20)를 리어플레이트(15)에 고착한다.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해서, 상기 스페이서(20)와 상기 리어플레이트(15)를, 소정의 위치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착,

고정한다. 접착제(5)로 고착하는 개소는, 장력을 가하고 있는 지점보다도 안쪽으로 설정한다.

(f) 스페이서(20)에의 장력을 해제한다.

상기 접착제(5)의 경화가 종료한 후, 상기 장력인가유닛(7)의 상기 에어실린더에 의한 압력을 해제하고, 상기 스페이서파

지부(2)의 가동 클로(4)를, 해당 가동 클로(4)가 스페이서(20)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시켜, 상기 리어플레이트

(15)에 고정한 상기 스페이서(20)를 상기 스페이서파지부(2)로부터 해제한다.

본 실시형태의 경우, 스페이서반송유닛(1)에 의해 장력을 인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 1실시형태에 비해서 구성을 간략

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장력인가유닛(7)도, 그의 가동영역이 리어플레이트(15)상의 영역뿐이므로, 소형화하는 것이 가

능하다.

(화상표시장치의 개요)

다음에, 본 발명을 적용한 화상표시장치의 표시패널의 구성과 해당 표시패널의 제조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참조해

서 설명한다.

도 4는 스페이서를 이용한 화상표시장치의 표시패널을 표시한 사시도이며, 그의 내부구조를 표시하기 위해 해당 표시패널

의 일부를 잘라내어 표시하고 있다.

복수의 냉음극소자(12)를 형성한 리어플레이트(15)와, 발광재료인 형광막 (18)을 형성한 페이스플레이트(17)를 스페이서

(20)를 개재해서 대향시킨 구조를 지닌 평면형의 표시장치이다. 리어플레이트(15), 측벽(16) 및 페이스플레이트(17)에 의

해 표시패널의 내부를 진공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밀용기를 형성하고 있다. 기밀용기를 조립할 경우, 각 부재의 접합부에

충분한 강도와 기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밀봉할 필요가 있으나, 예를 들면, 프릿유리(frit glass)를 접합부에 도포하고, 대

기중 혹은 질소분위기중에서, 400℃ 내지 500℃에서 10분이상 소성함으로써 밀봉을 달성하였다. 기밀용기내부를 진공으

로 배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또, 상기 기밀용기의 내부는, 10-6[Torr]정도의 진공으로 유지되므로, 대기압이

나 불의의 충돌 등에 의한 기밀용기의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내(耐)대기압 구조체로서, 스페이서(20)가 설치되어 있다.

리어플레이트(15)에는, 기판(11)이 고정되어 있으나, 해당 기판(11)상에는 냉음극소자(12)가 N×M개 형성되어 있다. 또,

N 및 M은 각각 2이상의 양의 정수이고, 목적으로 하는 표시화소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정된다. 예를 들면, 고품위 텔레

비전의 표시를 목적으로 한 표시장치의 경우, N은 3000이상, M은 1000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N×M

개의 냉음극소자는, M개의 행방향 배선(13)과 N개의 열방향 배선(14)에 의해 패시브 매트릭스(passive matrix)형상으로

배선되어 있다. 상기 기판(11), 냉음극소자(12), 행방향 배선(13) 및 열방향 배선(14)으로 구성되는 부분을 멀티전자빔원

이라 칭한다.

본 발명의 화상표시장치에 이용하는 멀티전자빔원은, 냉음극소자를 패시브 매트릭스형상으로 배선한 전자원이면, 냉음극

소자의 재료나 형상 혹은 냉음극소자의 제법에 제한은 없다. 따라서, 예를 들면, 표면전도형 전자방출소자나 FE형 소자,

혹은 MIM형 소자 등을 냉음극소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형광막(18)의 리어플레이트(15)쪽의 면에는, CRT의 분야에서는 공지되어 있는 메탈백(19)을 설치한다.

다음에, 냉음극소자로서 표면전도형 전자방출소자를 기판상에 배열해서 패시브 매트릭스형상으로 배선한 멀티전자빔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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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에 표시한 것은, 도 4에 표시한 표시패널에 이용한 멀티전자빔원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기판(11)상에는, 표면전도형

전자방출소자가 배열되고, 이들 소자는, 행방향 배선전극(13)과 열방향 배선전극(14)에 의해 패시브 매트릭스형상으로 배

선되어 있다. 또, 여기서는 부호(13), (14)는 전극으로서 표시하고 있다. 행방향 배선전극(13)과 열방향 배선전극(14)이 교

차하는 부분에는, 절연층(도시생략)이 형성되어 있어, 전기적인 절연이 유지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구조의 멀티전자원은, 미리 기판상에 행방향 배선전극(13), 열방향 배선전극(14), 전극간 절연층(도시생략),

및 표면전도형 전자방출소자를 구성하는 소자전극(40)과 도전성 박막(41)을 형성한 후, 행방향 배선전극(13) 및 열방향 배

선전극(14)을 개재해서 각 표면전도형 전자방출소자에 급전해서 통전포밍 (forming)처리와 통전활성화 처리를 행함으로

써 제조하였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기밀용기의 리어플레이트(15)에 멀티전자빔원의 기판(11)을 고정하는 구성으로 하였으나, 멀티

전자빔원의 기판(11)이 충분한 강도를 지닌 것인 경우에는, 기밀용기의 리어플레이트(15)로서 멀티전자빔원의 기판(11)

자체를 이용해도 된다.

도 6A 및 도 6B는 페이스플레이트상에 설치한 형광막의 설명도이다.

도 6A는, 형광막의 개략도이고, 도 6B는 그의 확대도이다. 흑색 도전체 (91)로 둘러싸인 R, G 및 B의 형광체(92)가 배치

된다.

(스페이서)

다음에, 스페이서의 구성과 스페이서 제조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도 7은, 도 4의 7-7선을 따라 취한 단면개략도이고, 각 부재의 참조부호는 도 4에 대응하고 있다. 각 스페이서(20)에는, 대

전방지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저항막(20b)이 형성되어 있다. 스페이서(20)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 만

큼, 또 필요한 간격을 두고 배치된다. 여기서 설명되는 구성에 있어서는, 각 스페이서(20)의 형상은 박판형상으로 하고, 행

방향 배선(13)에 평행하게 배치되고, 행방향 배선(13)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스페이서(20)로서는, 기판(11)상에 형성된 행방향 배선(13) 및 열방향 배선(14)과 페이스플레이트(17)내면에 형성된 메탈

백(19)과의 사이에 인가되는 고전압에 견딜 정도의 절연성을 지니고, 또, 스페이서(20)의 표면에의 대전을 방지할 정도의

도전성을 지닐 것이 요망된다. 이것은, 스페이서(20)가 대전되면, 스페이서(20)근방을 날으는 전자가 스페이서(20)에 끌려

감으로써, 스페이서(20)근방에서 표시화상에 왜곡을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스페이서(20)의 절연성 부재(20a)로서는, 예를 들면, 석영유리, Na 등의 불순물함유량을 감소한 유리, 소다라임유리, 알루

미나 등의 세라믹스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또, 절연성 부재(20a)는 그 열팽창률이 기밀용기 및 기판(11)을 이루는 재료의

것과 근사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페이서(20)를 구성하는 고저항막(20b)에는, 고전위측의 페이스플레이트 (17)(메탈백(19) 등)에 인가되는 가속전압(Va)

을 고저항막의 저항치(Rs)으로 나누어서 얻어진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스페이서(20)의 저항치(Rs)는 대전방지 및 소비전

력을 감안해서 그의 바람직한 범위로 설정된다. 대전방지의 관점으로부터, 시트저항 R/square는 1014[Ω/square]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충분한 대전방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13[Ω/square]이하가 더욱 바람직하다. 시트저항의 하한은, 스

페이서형상과 스페이서간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좌우되나, 107[Ω/square]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절연재료상에 형성된 고저항막의 두께(t)는 10[nm] ~ 1[㎛]의 범위가 바람직하다. 재료의 표면에너지 및 기판과의 밀착

성이나 기판온도에 따라서도 다르나, 일반적으로 막두께(t)가 10[nm]이하인 박막은 섬형상으로 형성되어, 저항이 불안정

하고 재현성이 부족하다. 한편, 막두께(t)가 1[㎛]이상인 경우에는 막응력이 크게 되어, 막 벗겨짐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또한, 막형성 시간이 길어지므로 생산성이 나쁘다. 따라서, 막두께는 50[nm] ~ 500[nm]인 것이 바람직하다.

시트저항(R/square)은 ρ/t이고, 상기 설명한 시트저항(R/square)과 막두께 (t)의 바람직한 범위로부터 판단할 때, 고저항

막의 비저항(ρ)은 0.1[Ω㎝] 내지 108[Ω㎝]가 바람직하다. 또, 표면저항과 막두께의 보다 바람직한 범위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ρ는 102[Ω㎝] 내지 106[Ω㎝]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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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서(20)는 상술한 바와 같이 그 위에 형성한 고저항막에 전류가 흐를 경우, 혹은 디스플레이 전체가 동작중에 발열할

경우, 스페이서(20)의 온도가 상승한다. 고저항막의 저항온도계수가 큰 음의 값이면 온도가 상승한 때에 저항치가 감소하

고, 스페이서(20)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고, 더욱 온도상승을 초래한다. 그리고, 전류는 전원의 한계를 초월할 때까지 계

속 증가한다. 이와 같은 전류의 폭주가 발생하는 저항온도계수의 값은 경험적으로 음의 값이며, 절대치가 1%이상이다. 즉,

고저항막의 저항온도계수는 -1%미만인 것이 바람직하다.

고저항막의 재료로서는, 금속산화물이 우수하다. 금속산화물중에서도, 크롬, 니켈 및 구리의 산화물이 바람직한 재료이다.

그 이유는 이들 산화물은 2차전자방출효율이 비교적 적고, 전자방출소자로부터 방출된 전자가 스페이서에 충돌한 경우에

있어서도 대전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금속산화물이외의 재료로서, 탄소는 2차전자의 방출효율이 낮으므로

바람직한 재료이다. 특히, 비정질 카본은 고저항이므로, 스페이서의 저항을 소망의 값으로 제어하기 쉽다.

그러나, 상기 금속산화물 및 카본은, 그 저항치가 고저항막으로서 바람직한 비저항의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분위기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기 쉬우므로, 이들 재료만으로는 저항의 제어성이 부족하다. 알루미늄과 전이금속합금의 질

화물은 전이금속의 조성을 조정함으로써, 양전도체로부터 절연체까지 넓은 범위로 저항치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질화물은, 후술하는 표시장치의 제작 공정에 있어서 저항치의 변화가 비교적 적고 안정한 재료이다. 또한, 상기 질화물은,

저항온도계수가 -1%미만이고,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재료이다. 전이금속원소로서는 Ti, Cr, Ta 등을 들 수 있다.

합금질화막은, 스퍼터링, 질소가스분위기중에서의 반응성 스퍼터링, 전자빔증착, 이온도금, 이온어시스트증착법 등의 박

막형성법에 의해 절연성 부재상에 형성된다. 금속산화막도 마찬가지의 박막형성법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질소가스대신에 산소가스를 사용한다. 그 밖에, CVD법 혹은 알콕사이드 도포법으로도 금속산화막을 형성할 수 있다. 카본

막은 증착법, 스퍼터링법, CVD법 또는 플라즈마CVD법으로 제작되고, 특히 비정질 카본막을 제작할 경우에는, 막형성중

의 분위기에 수소가 포함되도록 하거나, 막형성 가스에 탄화수소가스를 사용한다.

이상, 평면형의 표시장치에 있어서의 스페이서의 구성을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있어서의 스페이서의 구성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 표시패널을 이용한 다른 화상표시장치에 대해서, 더욱 설명한다.

(Dx1) ~ (Dxm) 및 (Dy1) ~ (Dyn) 및 (Hv)는, 해당 표시패널과 전기회로(도시생략)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 설치된,

기밀구조를 이용해서 이루어진 전기접속용 단자이다. 단자(Dx1) ~ (Dxm)는 멀티전자빔원의 행방향 배선(13)과 전기적으

로 접속되어 있고, 단자(Dy1) ~ (Dyn)는 멀티전자빔원의 열방향 배선(14)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단자(Hv)는 페

이스플레이트(17)의 메탈백(19)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또, 기밀용기내부를 배기해서 진공으로 한다. 즉, 기밀용기를 조립한 후, 배기관과 진공펌프(도시생략)를 서로 접속하고,

기밀용기의 내부를 10-7[Torr]정도의 진공도까지 배기한다. 그 후, 배기관을 밀봉한다. 기밀용기내의 진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밀봉직전 혹은 밀봉후에 기밀용기내의 소정의 위치에 게터막(도시생략)을 형성한다. 게터막이란, 예를 들면, Ba를

주성분으로 하는 게터재료를 히터 혹은 고주파가열유닛에 의해 가열하여 증착해서 형성한 막이며, 해당 게터막의 흡착작

용에 의해 기밀용기의 내부를 1×10-5[Torr] 내지 1×10-7[Torr]의 진공도로 유지한다.

외부용기단자(Dx1) ~ (Dxm), (Dy1) ~ (Dyn)를 통해서 각 냉음극소자(12)에 전압을 인가하면, 각 냉음극소자(12)로부터

전자가 방출된다. 그것과 동시에 메탈백(19)에 외부용기단자(Hv)를 통해서 수백V 내지 수kV의 고압을 인가해서, 상기 방

출된 전자를 가속해서, 페이스플레이트(17)의 내면에 충돌시킨다. 이것에 의해, 형광막(18)을 이루는 각 색의 형광체가 여

기되어서 발광하여, 화상이 표시된다.

통상, 냉음극소자인 본 발명의 표면전도형 전자방출소자(12)에의 인가전압은 12[V] 내지 16[V]정도, 메탈백(19)과 내음

극소자(12)와의 거리(d)는 0.1[㎜] 내지 8[㎜]정도, 메탈백(19)과 냉음극소자(12)간의 전압 0.1[kV]로부터 10[kV]정도

이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표시패널의 기본구성과 제조방법, 및 표시패널을 이용한 화상표시장치의 개요를 설

명하였다.

이하에, 실시예를 들어 본 발명을 더욱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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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 설명하는 각 실시예에 있어서는, 멀티전자빔원으로서, 전술한 소자전극간의 도전성 미립자막에 전자방출부를 지닌

타입의 N×M개(N=720, M=240)의 표면전도형 전자방출소자를, M본의 행방향 배선과 N본의 열방향 배선에 의해 매트릭

스형상으로 배선한 멀티전자빔원을 이용하였다.

(실시예 1)

본 실시예에서는, 제 1실시형태에 대응하는 표시패널을 제작하였다.

각 스페이서의 절연성 부재(20a)로서, 길이 200[㎜], 폭 5[㎜], 두께 0.2[㎜]의 리어플레이트(15)와 동질의 유리를 준비

하였다. 고저항막으로서는, 스퍼터링장치를 이용해서 아르곤과 질소가 사로 혼합된 분위기중에서 W와 Ge의 타겟을 이용

한 동시스퍼터링을 행함으로써, W와 Ge를 함유하는 질화막을 두께 200[nm]로 적층하였다. 형성한 W와 Ge를 함유하는

질화막의 비저항이 5.0×105[Ωm]이었다. 다음에, 각 스페이서(20)의 리어플레이트(15)와 접촉하는 면 및 각 스페이서

(20)의 페이스플레이트(17)와 접촉하는 면에 저저항막(전극)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저저항막은, 고저항막(20b)을 고전위측에 배치된 페이스플레이트 (17)(메탈백(19) 등) 및 저전위측에 배치된 기

판(11)(배선(13), (14)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데 이용된다.

저저항막(20c)은, 고저항막(20b)에 비해서 충분히 낮은 저항치를 지닌 재료를 선택하면 되고, 따라서, Ni, Cr, Au, Mo, W,

Pt, Ti, Al, Cu, Pd 등의 금속, 혹은 이들의 합금 및 Pd, Ag, Au 등의 금속, RuO2 등의 금속산화물 혹은 Pd-Ag 등의 합금

이나 유리 등으로 구성되는 인쇄도체 혹은 In2O3-SnO2 등의 투명도체 및 폴리실리콘 등의 반도체재료 등으로부터 적절하

게 선택된다. 스페이서는 X방향 배선 및 페이스플레이트(17)상의 메탈백(19)과 접속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의 표시패널 제작에 대해서는, 상술한 도 4와 마찬가지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 스페이서(20)는,

기판(11)의 행방향 배선(13)(선폭 300[㎛])상에 등간격으로, 행방향 배선(13)과 평행으로, 상술한 도 1A 내지 도 1E를 참

조해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 고정하였다. 여기서, 스페이서(20)에 부여하는 장력은, 2.8±0.3[N]으로 하고, 결과로서, 스페

이서(20)의 조립정밀도는, 20 ±20[㎛]이었다. 그 후, 기판(11)의 5[㎜]위쪽에, 내면에 형광막(18)과 메탈백(19)이 부설

된 페이스플레이트(17)를 측벽(16)을 개재해서 배치하고, 리어플레이트(15), 페이스플레이트(17) 및 측벽(16)의 각 접합

부를 고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해서 완성한, 도 4에 표시한 바와 같은 표시패널을 이용한 화상표시장치에 있어서, 각 냉음극소자(표면전도형

전자방출소자)(12)에는, 외부용기단자(Dx1) ~ (Dxm), (Dy1) ~ (Dyn)를 통해서, 주사신호 및 변조신호를 신호발생수단

(도시생략)에 의해 각각 인가함으로써 전자를 방출시키고, 메탈백(19)에는, 고압단자(Hv)를 통해서 고압을 인가함으로써

전자방출빔을 가속하고, 형광막(18)에 전자를 충돌시켜, 각 색 형광체(92)(도 6A 및 도 6B의 R, G, B)를 여기·발광시킴으

로써 화상을 표시하였다. 또, 고압단자(Hv)에의 인가전압(Va)은 3[kV] 내지 10[kV], 각 배선(13), (14)간에의 인가전압

(Vf)은 14[V]로 하였다.

이 때, 스페이서(20)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냉음극소자(12)로부터의 방출전자에 의한 발광스폿도 포함해서, 2차원 형상으

로 등간격의 발광스폿열이 형성되어, 선명하고 또한 색재현성이 좋은 컬러화상표시가 가능하였다.

(실시예 2)

상술한 실시예 1과 마찬가지의 구성의 표시장치를 형성하였다. 이 때, 각 스페이서(20)는, 그의 양단부에 보조지지부재(6)

를 지니고, 상술한 도 2A 내지 도 2E를 참조해서 설명한 방법으로, 스페이서(20)를 리어플레이트(15)에 설치하였다. 그것

이외의 구성은 실시예 1과 마찬가지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스페이서(20)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냉음극소자(12)로부터의 방출전자에 의한 발광스폿도 포함해서, 2차원 형상으로 등간격의 발광스폿열이 형성되어,

선명하고 또한 색재현성이 좋은 컬러화상표시가 가능하였다.

(실시예 3)

상술한 실시예 1과 마찬가지의 구성의 표시장치를 형성하였다. 이 때, 각 스페이서(20)는, 그의 양단부에 보조지지부재(6)

를 지니고, 상술한 도 3A 내지 도 3F를 참조해서 설명한 방법으로, 스페이서(20)를 리어플레이트(15)에 설치하였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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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구성은 실시예 1과 마찬가지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스페이서(20)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냉음극소자(12)로부터의 방출전자에 의한 발광스폿도 포함해서, 2차원 형상으로 등간격의 발광스폿열이 형성되어,

선명하고 또한 색재현성이 좋은 컬러화상표시가 가능하였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스페이서의 설치가 용이하고, 각 스페이서의 배치의 어긋남을 방지하여, 조립정

밀도를 높게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저비용으로 화상표시장치의 용기 또는 전자선장치를 제조하는 일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으로 제조한 용기 또는 전자선장치를 이용한 화상표시장치에 있어서 양호한 표시화상을 얻는 것이 가능하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표면에 복수의 전자방출소자를 가진 제 1기판과, 상기 제 1기판에 대향배치되어, 상기 복수의 전자방출소자로부터 방출된

전자를 제어하는 전극이 설치된 제 2기판과, 상기 제 1기판과 상기 제 2기판과의 사이에 배치된 대략 판형상의 간격규정부

재를 가진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간격규정부재에 장력을 가하는 공정과,

장력이 가해져 있는 상기 간격규정부재를 상기 제 1기판에 서로 이간(離間)된 복수의 접착점에서 접착하는 공정을 가지고,

상기 간격규정부재를 상기 제 1기판에 접착하는 상기 공정에 있어서, 상기 간격규정부재의 상기 이간된 접착점의 위치가

상기 간격규정부재에 가해진 장력의 작용점보다 안쪽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간격규정부재에 장력을 가하는 공정에 있어서, 스페이서반송유닛에 의해 장력을 가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8.

등록특허 10-0573474

- 11 -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간격규정부재에 장력을 가하는 공정에 있어서, 장력인가유닛에 의해 장력을 가하고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간격규정부재의 기체는 절연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간격규정부재의 표면에는, 고저항막이 형성되어 있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고저항막은, 시트저항이 107[Ω/square]이상 1014[Ω/square]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선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기판은, 상기 복수의 전자방출소자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복수의 배선을 지니고, 상기 간격규

정부재는, 상기 배선상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선장치의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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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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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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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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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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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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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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