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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하부 기판 위에 공통 전극과 화소 전극이 나란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제1 배향막이 형성되어 있다. 하부 기판 상부에 하부 기판과 이격되어 있으며 칼라 필터를 포함
하는 제2 기판이 배치되어 있고, 제2 기판 안쪽면에는 제2 배향막이 형성되어 있다. 제1 배향막은 러빙 가능한 물질로 
이루어져 러빙되어 있으며, 제2 배향막은 광배향 가능한 물질로 이루어지고 편광된 UV를 이용하여 광배향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는 IPS 구동 방식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부 기판의 배향막을 광배향하여 러빙시 발생할 수 있는 선형 얼룩
과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IPS, 광시야각, 배향막, UV 배향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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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수평 전계 구동 방식의 액정 표시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2a 및 도 2b는 수평 전계 구동 방식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 각각 전압이 인가되기 전과 후의 액정 분자의 배열 상태
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배향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제1 기판 120 : 공통 전극

130 : 화소 전극 140 : 제1 배향막

150 : 제2 기판 160 : 오버코트막

170 : 제2 배향막 180 : 액정층

200 : 러빙 롤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표시 장치 및 그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수평 전계 구동 방식 액정 표시 장치의 
및 그의 형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액정 표시 장치는 전계 생성 전극이 각각 형성되어 있는 두 기판을 두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면이 마주 대하
도록 배치하고 두 기판 사이에 액정 물질을 삽입한 다음, 두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여 생성되는 전기장에 의해 액정 분자
를 움직임으로써 빛의 투과율에 따라 화상을 표현하는 장치이다.

액정 표시 장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박막 트랜지스터와 박막 트랜지스터에 연결된 화소 전극이 
행렬 방식으로 배열된 능동 행렬 액정 표시 장치(Active Matrix LCD : AM-LCD)가 해상도 및 동영상 구현 능력이 
우수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액정 표시 장치는 하부 기판에 화소 전극이 형성되어 있고 상부 기판인 색 필터 기판에 공통 전극이 형성되어 있
는 구조로, 상하로 걸리는 기판에 수직한 방향의 전기장에 의해 액정 분자를 구동하는 방식이다. 이는, 투과율과 개구율 
등의 특성이 우수하며, 상판의 공통 전극이 접지 역할을 하게 되어 정전기로 인한 액정셀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액정 표시 장치는 시야각 특성이 우수하지 못한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의 한 예가 수평 전계 구동 방식 즉, IPS(in plane switching) 모드의 액정 
표시 장치이다.

이하, 도 1 내지 도 2b를 참조하여 IPS 모드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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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칼라 필터(color filter)(도시하지 않음)를 포함하는 상부 기판(1)과 박막 트랜지스터(도시
하지 않음)를 포함하는 하부 기판(2)이 일정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으며, 두 기판(1, 2) 사이에는 액정층(3)이 삽입
되어 있다. 화소 전극(4)과 공통 전극(5)은 하부 기판(2)의 동일 평면상에 형성되어 있어, 두 전극(4, 5)에 전압이 인
가되었을 때 두 전극(4, 5) 사이에 수평 전계(6)가 생성되고 액정층(3)의 액정 분자는 이 수평 전계(6)에 의해 동작하
게 된다.
    

도 2a 및 도 2b는 IPS 모드 액정 표시 장치에서 각각 전압을 인가하기 전과 후의 액정 분자의 배열 상태를 나타내는 도
면이다.

도 2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소 전극(4) 또는 공통 전극(5)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액정 분자(3)의 상 변
위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액정 분자(3)들은 두 전극(4, 5)의 수평 방향에서 45°정도 틀어져 배열되어 있다.

다음, 도 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소 전극(4)과 공통 전극(5)에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액정 분자(3)는 도 2a의 상태
와 비교해서 45°정도의 뒤틀림 각을 가지고 두 전극(4, 5) 사이에 생성된 수평 전계(6)와 나란하게 배열된다.

이와 같이 IPS 모드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동일 평면상에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을 형성하고, 두 전극 사이의 수평 전
계를 이용하여 액정 분자를 평면상에서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액정 표시 장치의 시야각을 넓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도시하지 않았지만 상부 기판(1) 및 하부 기판(2)에는 각각 배향막이 형성되어 있어 액정 분자(3)의 초기 배
향 방향을 결정한다.

IPS 모드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공통 전극(5)이 하부 기판(2)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 기판(1)의 칼라 필터 상
부에 바로 배향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칼라 필터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칼라 필터를 보호하고 칼
라 필터로 인한 단차를 보완하기 위해 칼라 필터와 배향막 사이에 아크릴 계열의 수지(acrylate resin) 또는 에폭시 계
열의 수지(epoxy resin)로 오버코트(overcoat)막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IPS 모드 액정 표시 장치에서 칼라 필터 상부에 오버코트막과 배향막을 순차적으로 형성하고 러빙 공정을 실시
하게 되면, 오버코트막이 다소 무르기 때문에 러빙 방향에 따라 선형 얼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액정 표시 장치의 불
량의 원인이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과제는 액정 표시 장치의 시야각을 넓게 하기 위해 수평 전계 구동 방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배향막에 따른 
불량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제1 기판 위에 공통 전극이 형성되어 있고 공통 전극과 나란하게 화소 전극이 형
성되어 있으며, 그 위에 러빙된 제1 배향막이 공통 전극 및 화소 전극을 덮고 있다. 이어, 제1 기판 상부에 제1 기판과 
일정 간격 이격되어 제2 기판이 배치되어 있고, 제2 기판 안쪽면 위에 광배향된 제2 배향막이 형성되어 있다. 제1 및 
제2 배향막 사이에는 액정층이 주입되어 있다.

여기서, 제2 배향막은 광 반응성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광분해 타입의 고분자(폴리이미드 포함)나 광가교 타입의 
작용기를 측쇄로 하는 고분자(폴리이미드 포함)로 이루어질 수 있다.

편광 실험에 따른 제2 배향막의 비등방성을 나타내는 이색성 값은 0.02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제1 배향막의 표면 강도는 연필 강도 기준으로 1H 이상 5H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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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 제1 배향막의 속박 에너지는 제2 배향막의 속박 에너지보다 클 수도 있다.

또한, 제1 및 제2 배향막과 액정층의 액정 분자가 이루는 각은 0도보다 크고 3도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 방법에서는 제1 기판을 구비하고, 제1 기판 위에 서로 나란한 공통 전극과 화소 
전극을 형성한 다음, 공통 전극과 화소 전극 상부에 제1 배향막을 형성하고 러빙한다. 이어, 제2 기판을 구비한 후 제2 
기판 상부에 제2 배향막을 형성하고 광배향한다. 다음, 제1 및 제2 배향막이 마주 대하도록 제1 및 제2 기판을 배치하
고 제1 및 제2 기판 사이에 액정층을 주입한다.

여기서, 제2 배향막을 광 배향하는 단계는 부분 편광된 광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부분 편광된 광원의 편광비는 3
50 ㎚에서 4 이상이거나 250 ㎚에서 8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수평 전계를 이용한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상부 기판의 배향막을 광배향 방법으로 배향하여 러빙에 따른 얼
룩과 같은 불량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면,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박막 트랜지스터(도시하지 않음)를 포함하는 하부 기판(110) 위에 서로 나란한 공통 전극(1
20)과 화소 전극(130)이 형성되어 있으며, 공통 전극(120)과 화소 전극(130) 상부에는 제1 배향막(140)이 형성되
어 있다.

다음, 하부 기판(110) 상부에는 하부 기판(110)과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상부 기판(150)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부 기
판(150)의 안쪽면에는 칼라 필터(도시하지 않음)가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오버코트막(160)과 제2 배향막(170)이 
순차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때, 오버코트막(160)은 칼라 필터를 보호하고 평탄화를 위한 막으로 아크릴 계열의 물질 
또는 에폭시 계열의 물질로 이루어지며, 생략할 수도 있다.

이어, 두 기판(110, 150) 사이에 액정층(180)이 주입되어 있다. 액정층(180)의 액정 분자들은 두 전극(120, 130)과 
나란하거나 일정 각을 가지도록 배열되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두 기판(110, 150) 사이에 주입되어 있는 액정층(180)의 액정 분자의 배열 상태는 배향막(140, 170)의 배향 
방향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배열 상태는 전기장 등에 대한 액정 분자(180)의 응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액정 분자
(180)의 배열 상태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액정 분자(180)의 배열 상태를 제어하는 배향막(140, 170)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배향막(140, 170)의 표면
을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러빙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발명에서는 IPS 모드 액정 표시 장
치의 상부 기판(150)의 배향막(170)을 러빙함으로써 나타나는 불량을 해소하기 위해 상부 기판(150)과 하부 기판(1
10)의 배향막(140, 170)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형성한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배향막 형성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박막 트랜지스터(도시하지 않음)를 포함하는 하부 기판(110) 위에 공통 전극(120)과 
화소 전극(130)을 형성하고 그 상부에 고분자 화합물을 도포한 다음 이를 경화시켜 제1 배향막(140)을 형성한다. 이
때 제1 배향막(140)은 러빙 가능한 폴리이미드 계열의 물질로 형성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시키기 위해 러빙 롤러
(rubbing roller)(200)를 이용하여 제1 배향막(140) 표면을 문지른다. 그러면, 제1 배향막(140)의 표면은 러빙 방향
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 여기서, 전극(120, 130)으로 인한 제1 배향막(140)의 단차는 러빙 롤러(200)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을 가지므로 러빙하는데 있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때, 배향막(140)이 무르면 배향막(140)을 러빙하는데 있어 얼룩과 같은 불량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배향막(140)의 
강도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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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향막의 표면 강도는 연필을 이용하여 배향막의 표면을 긁었을 때 긁혀지는 연필의 굳기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인 연필은 흑연과 점도의 배합비율에 따라 굳기와 농도가 결정된다. 굳은 심은 Hard의 머리글자인 H로 표시하고, 
무른 심은 Black의 머리글자인 B로 나타낸다. H의 숫자가 클수록 굳으며, 연하게 써진다. B의 경우는 반대로 숫자가 
커질수록 무르며 또 진하게 써진다. HB는 표준굳기를 나타내며, HB와 H의 중간 굳기는 F로 표시하는데, 이것은 Firm
의 머리글자이다. 연필심의 굳기는 9H 내지 6B로 그 굳기와 농도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여기서, 배향막을 러빙하였을 때 얼룩과 같은 불량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1 배향막(140)의 표면 강도는 적어도 1H 이
상 5H 이하의 굳기를 가지는 것이 좋다.

이어,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색 필터(도시하지 않음)를 포함하는 상부 기판(150) 위에 오버코트막(160)을 형성하
고, 그 위에 고분자 화합물을 도포하고 경화시켜 제2 배향막(170)을 형성한다. 이때, 제2 배향막(170)은 광배향 가능
한 고분자(폴리이미드 계열) 물질로 형성하고, 편광된 UV를 제2 배향막(170)에 쪼여 제2 배향막(170)의 표면이 일
정한 방향으로 배향되도록 한다.

여기서, 광배향 가능 물질로는 광분해 타입의 고분자(폴리이미드 포함)나 광가교 타입의 작용기를 측쇄(side chain)로 
한 고분자(폴리이미드 포함) 등이 있다.

편광된 UV는 부분 편광된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배향막(170)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광비가 적어도 350 ㎚에서 4 이상, 250 ㎚에서 8 이상이 되어야 한다. 편광비는 편광판을 통과시킨 빛을 다시 검광
자를 통과켜 측정된 조도를 이용하여 구하는데, 하기의 식과 같이 편광판과 검광자의 편광축이 평행일 때의 조도와 편
광판과 검광자의 편광축이 수직일 때의 조도의 비로 나타낸다.

편광비 = 평행일 때의 조도 / 수직일 때의 조도

    
광배향된 제2 배향막(170)이 어느 정도 이상의 비등방성을 가질 때 액정 분자를 일정한 방향으로 배향시킬 수 있으며, 
열이나 기계적 충격 등이 발생하더라도 액정 분자의 배열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배향막(170)의 비등방성(anisotr
opy)은 편광된 광원을 사용하여 UV/VIS(ultra-violet/visible) 분광기(spectroscopy)를 이용한 편광 실험이나 FT
IR(Fourier transform Infrared) 분광기를 이용한 편광 실험으로 구할 수 있다. 하기의 식에서와 같이 배향막(170)
의 비등방성을 나타내는 이색성 값(dichrioc substraction)은 편광 실험 장치에 사용된 광원의 편광 방향과 광배향에 
사용된 광원의 편광 방향이 수평일 때의 흡수도와 수직일 때의 흡수도 차이로 이루어진다.
    

이색성 값(dichrioc substraction) = A(수평) - A(수직)

A(수평) : 수평일 때의 흡수도(absorbance)

A(수직) : 수직일 때의 흡수도

이러한 방법으로 구한 광배향된 배향막(170)의 비등방성은 적어도 0.025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향막(140, 170)을 각각 형성한 상부 기판(110)과 하부 기판(150)을 도 3과 같이 안쪽면이 마
주 대하도록 배치시킨다. 이때, 배향막(140, 170)의 배향 방향은 두 기판(110, 150)이 배치되었을 때 같은 방향을 가
질 수 있으며, 다른 방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는 IPS 모드 액정 표시 장치에서 전극에 전압이 인가될 경우 액정 분자가 수평으로 움직이며, 액정 분자의 선경사각
이 작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TN(twisted nematic) 모드 액정 표시 장치에서 액정 분자와 배향막이 이루는 각인 선경
사각은 4도 정도인데, IPS 모드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선경사각이 클 경우 블랙(black) 상태에서 빛이 새는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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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여 대비비(contrast ratio)가 작아지고, 선경사각이 0도일 경우에는 액정 표시 장치의 구동 특성 및 전기광학적 특
성이 떨어지므로, 선경사각은 0도보다 크고 3도 이하인 범위로 형성하는 것이 좋다.
    

한편, 액정 분자와 배향막 간의 작용에 의한 속박 에너지(achoring energy)는 그 값이 클수록 전계를 인가한 후 제거
하였을때 액정 분자의 복원력이 좋아지는데, 일반적으로 러빙한 배향막(140)의 속박 에너지가 광배향한 배향막(170)
의 속박 에너지보다 크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상부 기판(150)의 배향막(170)을 광배향 방법으로 배향함으로써 선형 얼룩과 같은 불량을 
방지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는 IPS 모드 액정 표시 장치의 상부 기판과 하부 기판에 다른 종류의 물질로 배향막을 형성하고 상부 기판
의 배향막은 광배향 방법으로 배향시켜 얼룩과 같은 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기판,

상기 제1 기판 위에 형성되어 있는 공통 전극,

상기 공통 전극과 나란하게 형성되어 있는 화소 전극,

상기 공통 전극 및 화소 전극을 덮고 있으며 러빙되어 있는 제1 배향막,

상기 제1 기판과 일정 간격 이격되어 배치되어 있는 제2 기판,

상기 제2 기판 안쪽면 위에 형성되어 있으며 광 배향되어 있는 제2 배향막,

상기 제1 및 제2 배향막 사이에 주입되어 있는 액정층

을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2 배향막은 광반응성 물질로 이루어진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제2 배향막은 광분해 타입의 고분자로 이루어진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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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제2 배향막은 광가교 타입의 작용기를 측쇄로 하는 고분자로 이루어진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편광 실험에 따른 상기 제2 배향막의 비등방성을 나타내는 이색성 값은 0.025 이상인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1 배향막의 표면 강도는 연필 강도 기준으로 1H 이상 5H 이하인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1 배향막의 속박 에너지가 상기 제2 배향막의 속박 에너지보다 큰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8.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배향막과 상기 액정층의 액정 분자가 이루는 각은 0도보다 크고 3도 이하인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9.

제1 기판을 구비하는 단계,

상기 제1 기판 위에 서로 나란한 공통 전극과 화소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공통 전극과 화소 전극 상부에 제1 배향막을 형성하고 러빙하는 단계,

제2 기판을 구비하는 단계,

상기 제2 기판 상부에 제2 배향막을 형성하고 광 배향하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 배향막이 마주 대하도록 상기 제1 및 제2 기판을 배치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및 제2 기판 사이에 액정층을 주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청구항 9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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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배향막을 광 배향하는 단계는 부분 편광된 광원을 사용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부분 편광된 광원의 편광비는 350 ㎚에서 4 이상인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부분 편광된 광원의 편광비는 250 ㎚에서 8 이상인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 방법.

도면
도면 1

도면 2a

도면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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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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