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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투과 영역 및 반사 영역의 양방에서 밝고, 또한, 색 순도가 높은 표시를 실현할 수 있는 액정 표시 장치를 제공한다. 제1

기판(100A)과, 제2 기판(100B)과, 제1 기판(100A)과 제2 기판(100B) 사이에 형성된 액정층(30)을 갖고, 표시를 행하기

위한 복수의 회소 영역 Px를 갖는 액정 표시 장치이다. 복수의 회소 영역 Px 각각은, 제1 기판(100A)측으로부터 입사되는

광을 이용하여 투과 모드로 표시를 행하는 투과 영역 Tr과, 제2 기판(100B)측으로부터 입사되는 광을 이용하여 반사 모드

로 표시를 행하는 반사 영역 Rf를 갖고, 제2 기판(100B)은, 투과 영역 Tr 및 반사 영역 Rf에 형성된 컬러 필터층(24)을 갖

는다. 반사 영역 Rf의 적어도 일부에서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가, 투과 영역 Tr에서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보다 작

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회소 영역, 투과 영역, 반사 영역, 컬러 필터층, 투명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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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액정 표시 장치(100)를 모식적으로 도시하는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액정 표시 장치(100)를 모식적으로 도시하는 상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액정 표시 장치(100)가 갖는 컬러 필터 기판(100B)의 제조 공정을 모식적으로 도시하

는 도면으로, 도 3의 (a)는 단면도이고, 도 3의 (b)는 상면도.

  도 4의 (a)∼(c)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액정 표시 장치(100)가 갖는 컬러 필터 기판(100B)의 제조 공정을 모식적

으로 도시하는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액정 표시 장치(100)에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컬러 필터 기판(100B)을 모식적으로 도

시하는 단면도.

  도 6의 (a) 및 (b)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액정 표시 장치(100)를 모식적으로 도시하는 상면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가 구비하는 컬러 필터층(24) 및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가 구비하는 컬러 필

터층의 색 재현성 및 밝기의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도시하는 그래프.

  도 8의 (a)∼(d)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액정 표시 장치(100)를 모식적으로 도시하는 상면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액정 표시 장치(100)가 구비하는 컬러 필터 기판(100B)을 모식적으로 도시하는 단면

도.

  도 10은 투명 유전체층(22)의 형상을, 폭이 약 100㎛인 스트라이프, 약 100㎛×약 100㎛의 정방형 또는 약 20㎛×약 20

㎛의 정방형으로 한 경우의 dJ/dT의 변화에 대하여 dR'/dT를 도시하는 그래프.

  도 11의 (a) 및 (b)는 반사 영역 Rf에서의 투명 유전체층(22)의 배치예를 모식적으로 도시하는 상면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2의 액정 표시 장치(200)를 모식적으로 도시하는 단면도.

  도 13의 (a)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700A)의 표면에 높고 낮음을 둠으로써 멀티 갭 구조가 실현되어 있는 액정 표시 장

치(700)를 모식적으로 도시하는 상면도이고, 도 13의 (b)는 도 13의 (a)에서의 13B-13B'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 14는 투과 개구율(%)과 무효 영역의 면적 비율(%)과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2의 다른 액정 표시 장치(200')를 모식적으로 도시하는 상면도.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2의 다른 액정 표시 장치(200')를 모식적으로 도시하는 단면도로, 도 15에서의 16A-

16A'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3의 액정 표시 장치(300)를 모식적으로 도시하는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투명 절연성 기판

  12 : 투명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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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반사 전극

  15 : 층간 절연막

  19 : 편광판

  20 : 투명 절연성 기판

  22, 22' : 투명 유전체층

  24 : 컬러 필터층

  26 : 블랙 매트릭스

  28 : 대향 전극

  29 : 편광판

  40 : 백 라이트

  100, 200, 200', 300 : 액정 표시 장치

  100A, 200A :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100B, 200B : 컬러 필터 기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투과 모드에 의한 표시와 반사 모드에 의한 표시가 가능한 투과 반사 겸용

형의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액정 표시 장치는, 박형이며 저소비 전력이다라는 특징을 활용하여, 워드 프로세서나 퍼스널 컴퓨터 등의 OA 기기,

전자 수첩 등의 휴대 정보 기기, 혹은 액정 모니터를 구비한 카메라 일체형 VTR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들 액정 표시 장치는 반사형과 투과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액정 표시 장치는, CRT(브라운관)나 EL(일렉트로 루미네

센스) 등의 자발광형의 표시 장치가 아니며, 투과형은, 액정 표시 패널의 배후에 배치된 조명 장치(소위 백 라이트)의 광을

이용하여 표시를 행하고, 반사형은 주위 광을 이용하여 표시를 행한다.

  투과형 액정 표시 장치는, 백 라이트로부터의 광을 이용하여 표시를 행하기 때문에, 주위의 밝기에 영향을 적게 받아, 밝

은 고콘트라스트비의 표시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을 갖고 있지만, 백 라이트를 갖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크다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통상의 투과형 액정 표시 장치의 소비 전력의 약 50% 이상이 백 라이트에 의해 소비된다. 또한, 매우 밝

은 사용 환경(예를 들면, 맑은 날 옥외)에서는, 시인성이 저하되거나, 혹은, 시인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 라이트의 휘도를 올

리면 소비 전력이 더욱 증대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는, 백 라이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매우 작다고 하는 이점을 갖고 있지만, 표시

의 밝기나 콘트라스트비가 주위의 밝기 등의 사용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어두운 사용

환경에서는 시인성이 극단적으로 저하된다고 하는 결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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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액정 표시 장치로서, 반사형과 투과형의 양방의 모드로 표시하는 기능을 갖은 액

정 표시 장치가 제안되어 있다.

  이 투과 반사 겸용형 액정 표시 장치는, 하나의 회소 영역에, 주위 광을 반사하는 반사용 회소 전극과, 백 라이트로부터의

광을 투과하는 투과용 회소 전극을 갖고 있으며, 사용 환경(주위의 밝기)에 따라, 투과 모드에 의한 표시와 반사 모드에 의

한 표시의 전환, 또는 양방의 표시 모드에 의한 표시를 행할 수 있다. 따라서, 투과 반사 겸용형 액정 표시 장치는, 반사형

액정 표시 장치가 갖는 저소비 전력이라는 특징과, 투과형 액정 표시 장치가 갖는 주위의 밝기에 영향을 적게 받아, 밝은

고콘트라스트비의 표시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을 겸비하고 있다. 또한, 매우 밝은 사용 환경(예를 들면, 맑은 날 옥외)

에서 시인성이 저하된다고 하는 투과형 액정 표시 장치의 결점도 억제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투과 반사 겸용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투과 영역에서는 백 라이트로부터의 광을 이용하여 표시가

행해지고, 반사 영역에서는 주위 광을 이용하여 표시가 행해지기 때문에, 컬러 필터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과 영역

과 반사 영역에서는 광이 컬러 필터를 통과하는 횟수가 다르다. 투과 영역으로부터 관찰자측으로 출사되는 광은 컬러 필터

를 1회 통과한 광인 데 비하여, 반사 영역으로부터 관찰자측으로 출사되는 광은 컬러 필터를 2회 통과한 광이다. 그 때문

에, 투과 반사 겸용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투과 영역 및 반사 영역의 양방에서 밝고, 또한, 색 순도가 높은(색 재현성이

높은) 표시를 실현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개2000-111902호 공보는, 반사 영역의 일부에 컬러 필터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영역을

갖는 액정 표시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 특개2000-111902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반사 영역에서는, 컬러 필터층이 형성되

어 있는 영역을 통과한 광과, 컬러 필터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영역을 통과한 백색 광을 혼색시킴으로써 표시가 행해지

기 때문에, 반사 영역에서의 투과율의 저하가 저감되어 광의 이용 효율이 높아지지만, 색 순도가 충분히 높은 표시가 얻어

졌다고는 할 수 없다.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투과 영역 및 반사 영역의 양방에서 밝고, 또한, 색 순도

가 높은 표시를 실현할 수 있는 액정 표시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는, 제1 기판과, 제2 기판과, 상기 제1 기판과 상기 제2 기판 사이에 형성된 액정층을 갖

고, 표시를 행하기 위한 복수의 회소 영역을 갖는 액정 표시 장치로서, 상기 복수의 회소 영역 각각은, 상기 제1 기판측으로

부터 입사되는 광을 이용하여 투과 모드로 표시를 행하는 투과 영역과, 상기 제2 기판측으로부터 입사되는 광을 이용하여

반사 모드로 표시를 행하는 반사 영역을 가지며, 상기 제2 기판은, 상기 투과 영역 및 상기 반사 영역에 형성된 컬러 필터층

을 갖고, 상기 반사 영역의 적어도 일부에서의 상기 컬러 필터층의 두께가, 상기 투과 영역에서의 상기 컬러 필터층의 두께

보다 작은 구성을 가지며, 그에 의해 상기 목적이 달성된다.

  상기 제2 기판은, 투명 기판과, 상기 반사 영역의 상기 적어도 일부에서 상기 투명 기판과 상기 컬러 필터층 사이에 형성

된 투명 유전체층을 갖는 구성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반사 영역 하나에 대하여, 상기 투명 유전체층이 복수 배치되어 있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상기 투명 유전체층은 광을 확산하는 기능을 갖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상기 투과 영역에서의 상기 액정층의 두께가, 상기 반사 영역에서의 상기 액정층의 두께보다 큰 구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 반사 영역에서의 상기 제1 기판의 상기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가, 상기 투과 영역에서의 상기 제1 기판의 상기 액

정층측의 표면의 높이보다 높은 구성을 채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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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2 기판은, 상기 컬러 필터층을 상기 액정층측에 갖고, 상기 반사 영역의 상기 투명 유전체층이 형성된 상기 적어도

일부에서의 상기 컬러 필터층의 높이가, 상기 투과 영역에서의 상기 컬러 필터층의 높이보다 높고, 그에 의해, 상기 반사

영역에서의 상기 제2 기판의 상기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가, 상기 투과 영역에서의 상기 제2 기판의 상기 액정층측의 표

면의 높이보다 높게 되어 있으며, 또한, 상기 반사 영역에서의 상기 제1 기판의 상기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와, 상기 투과

영역에서의 상기 제1 기판의 상기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가 실질적으로 같은 구성을 채용해도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작용을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반사 영역의 적어도 일부에서의 컬러 필터층의 두께가, 투과 영역에서의 컬러 필

터층의 두께보다 작기(얇기) 때문에, 반사 영역에서의 투과율의 저하가 저감되어, 광의 이용 효율이 향상된다. 따라서, 반

사 영역에서 색 순도가 높은 표시를 행하기 위해, 반사 영역의 거의 전역에 걸쳐 컬러 필터층을 형성해도, 반사 영역의 표

시가 어둡게 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투과 영역 및 반사 영역 양방에서, 밝고, 또한, 색 순도가 높은(색 재현성이 높은) 표

시가 실현된다.

  반사 영역의 적어도 일부에서 투명 기판과 컬러 필터층 사이에 투명 유전체층을 형성하면, 컬러 필터층을 형성하는 재료

의 막 감소에 의해, 투명 유전체층 위에 위치하는 컬러 필터층의 두께가, 투명 유전체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영역의 컬러

필터층의 두께보다 작아지기(얇아지기) 때문에, 상기한 바와 같은 두께 분포를 갖는 컬러 필터층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반사 영역의 적어도 일부에서 투명 기판과 컬러 필터층 사이에 투명 유전체층이 형성된 구성을 채용하면, 상술한

바와 같이 투과 영역 및 반사 영역의 양방에서, 밝고, 또한, 색 순도가 높은 표시를 실현할 수 있는 액정 표시 장치를 간편한

제조 프로세스로 제조할 수 있다.

  반사 영역 하나에 대하여, 투명 유전체층이 복수 배치되어 있는 구성을 채용하면, 상기한 바와 같은 두께 분포를 갖는 컬

러 필터층을 보다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투명 유전체층이, 광을 확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면, 반사 영역을 통과하는 광이 확산되어, 페이퍼 화이트에 가까운 백

표시가 실현된다.

  투과 영역을 통과하는 표시 광에 대한 광로 길이와, 반사 영역을 통과하는 광에 대한 광로 길이를 정합시키기 위해, 투과

영역에서의 액정층의 두께가, 반사 영역에서의 상기 액정층의 두께보다 큰(두꺼운) 구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형

적으로는, 투과 영역에서의 액정층의 두께는 반사 영역에서의 액정층의 두께의 약 2배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멀티 갭 구조(투과 영역에서의 액정층의 두께가 반사 영역에서의 상기 액정층의 두께보다 큰 구성)는,

제1 기판 및/또는 제2 기판의 반사 영역에서의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를, 투과 영역에서의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보다

높게 함으로써 실현된다.

  예를 들면, 반사 전극을 소정의 두께를 갖는 층간 절연막 위에 형성함으로써, 반사 영역에서의 제1 기판의 액정층측의 표

면의 높이를, 투과 영역에서의 제1 기판의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제2 기판이 컬러 필터층을 액정층측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반사 영역의 투명 유전체층이 형성된 영역의 컬러

필터층의 높이(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를, 투과 영역에서의 컬러 필터층의 높이(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보다 높게 함으

로써, 반사 영역에서의 제2 기판의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를, 투과 영역에서의 제2 기판의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이 때, 제1 기판의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가 투과 영역 및 반사 영역의 양방에 걸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 즉, 반사 영역에서의 제1 기판의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와, 투과 영역에서의 제1 기판의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하면, 제1 기판의 반사 영역의 표면의 높이를 높게 하기 위한 프로세스(상술한 바와 같은 층

간 절연막을 형성하는 프로세스 등)가 생략되기 때문에, 멀티 갭 구조의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 프로세스가 간략화된다. 또

한, 제1 기판의 반사 영역에서의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를 높게 한 경우에는 반사 영역과 투과 영역의 경계에 표시에 기

여하지 않는 영역(무효 영역)이 발생하지만, 상술한 구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무효 영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밝기

의 향상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원 명세서에서, 「두께」와 「높이」라는 용어를 이용한다. 「두께」는, 그 구성 요소 자체의 두께를 가리키고,

「높이」는, 임의의 기준면(예를 들면 액정 패널 전면에 걸쳐 평탄한 유리 기판의 표면)으로부터 그 구성 요소의 표면까지

의 높이(거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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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를 설명한다. 또한, 이하에서는, 박막 트랜지스터(TFT)

를 이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MIM을 이용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나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에도 적합하게 이용된다.

  (실시예 1)

  우선,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액정 표시 장치(100)의 구조를 설명한다. 도 1은 액정 표시

장치(100)를 모식적으로 도시하는 단면도이고, 도 2는 액정 표시 장치(100)의 하나의 회소 영역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도

시하는 상면도이다. 또한, 본원 명세서에서는, 표시에서의 최소 단위를 「회소」라고 하고, 「회소」에 대응하는 액정 표

시 장치의 영역을 「회소 영역」이라고 한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액정 표시 장치(100)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제1 기판)(100A)과, 컬러 필터 기판(제2 기

판)(100B)과, 이들 사이에 형성된 액정층(30)을 갖고 있다. 전형적으로는, 액정 표시 장치(100)는, 그 양측에 배치된 한쌍

의 편광판(19, 29)과,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00A)측에 형성된 조명 장치(백 라이트)(40)를 더 포함하고 있다.

  투과 반사 겸용형의 액정 표시 장치(100)는, 도 1 및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열된 복수의 회소 영

역 Px마다 투과 영역 Tr과 반사 영역 Rf를 갖고 있어, 투과 모드 및 반사 모드로 표시를 행할 수 있다. 투과 모드 및 반사

모드 중 어느 한쪽의 모드로 표시를 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양방의 모드로 표시를 행할 수도 있다. 액정 표시 장치(100)의

투과 영역 Tr은,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00A)의 영역 중, 액정층(30)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전극으로서의 기능과 광을

투과하는 기능을 구비한 영역에 의해 규정되고, 액정 표시 장치(100)의 반사 영역 Rf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00A)의 영

역 중, 액정층(30)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전극으로서의 기능과 광을 반사하는 기능을 구비한 영역에 의해 규정된다.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00A)은, 투명 절연성 기판(예를 들면 유리 기판)(10)을 갖고, 이 투명 절연성 기판(10) 위에, 매트

릭스 형상으로 배열된 TFT(박막 트랜지스터), TFT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주사 배선 및 신호 배선(모두 도시 생략) 등이 형

성되어 있다.

  또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00A)은,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과 영역 Tr에 투명 전극(12)을 갖고, 반사 영역 Rf에

반사 전극(13)을 갖고 있다. 투명 전극(12) 및 반사 전극(13)은, TFT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투명 전극(12)과 반사

전극(13)이 회소 전극으로서 기능한다. 투명 전극(12)은, 예를 들면 ITO 등의 투명 도전 재료로 형성되며, 반사 전극(13)

은, 예를 들면 알루미늄 등의 고반사율 금속으로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반사 전극(13)은, 층간 절연막(예를 들면 아크릴 수지층)(15) 위에 형성되어 있고, 액티브 매트릭스 기

판(100A)의 반사 영역(17)의 액정층(30)측의 표면의 높이는, 투과 영역(16)의 액정층(30)측의 표면의 높이보다 높다. 또

한, 도 1에서는, 표면이 평탄한 층간 절연막(15)을 예시하고 있지만, 층간 절연막(15)의 표면이 매끄러운 요철 형상을 갖고

있어도 된다.

  상술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00A)은, 공지된 재료를 이용하여 공지의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액

티브 매트릭스 기판(100A)의 액정층측의 표면에 배향층(도시 생략)이 형성된다.

  액정 표시 장치(100)의 컬러 필터 기판(100B)은,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명 절연성 기판(예를 들면 유리 기판)(20)

의 액정층(30)측에 형성된 투명 유전체층(22)과 컬러 필터층(24)을 갖고 있다.

  투명 유전체층(22)은,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사 영역 Rf의 적어도 일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투명 절연성 기판(20)과

컬러 필터층(24) 사이에 개재되어 있다.

  컬러 필터층(24)은, 투과 영역 및 반사 영역의 양방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전형적으로는, 컬러 필터층(24)은 투과 영역

및 반사 영역의 거의 전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으며, 적(R), 녹(G) 및 청(B)의 색층과, 이들 간극에 형성된 블랙 매트릭스

(26)를 갖고 있다. 이 컬러 필터층(24)은, 반사 영역 Rf의 적어도 일부에서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가, 투과 영역 Tr에서

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보다 작아지도록(얇아지도록) 형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투명 유전체층(22) 위에 위치하는

컬러 필터층(24)의 두께 dR'이, 투명 유전체층(22) 위에 위치하지 않는 컬러 필터층(24)의 두께보다 작아지도록, 컬러 필터

층(24)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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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컬러 필터 기판(100B)은, 액정층(30)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대향 전극(28)을 갖고 있다. 대향 전극(28)은, 전형

적으로는, 모든 회소 영역에 공통으로 형성된 단일의 대향 전극(28)으로, 컬러 필터층(24)의 액정층(30)측에 형성된다.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00A)과 컬러 필터 기판(100B) 사이에 형성된 액정층(30)으로서는, 공지의 다양한 모드의 액정층

을 이용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액정층(30)의 두께는, 반사 영역 Rf에 형성된 구형 스페이서(32)에 의해 규정(제어)

되어 있으며, 반사 영역 Rf에서의 액정층(30)의 두께 DR이 투과 영역 Tr에서의 두께 DT보다 작다. 전형적으로는, 반사 영

역 Rf에서의 두께 DR이 투과 영역 Tr에서의 두께 DT의 약 1/2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액정 표시 장치(100)의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액정 표시 장치(100)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00A)은, 공지된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한다.

  우선, 컬러 필터 기판(100B)을 제조한다. 이하, 도 3의 (a) 및 도 3의 (b)와 도 4의 (a)∼도 4의 (c)를 참조하면서, 더욱 자

세하게 설명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는, 3개의 색층을 구비한 컬러 필터층(24)을 갖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도 3의 (a) 및 도 3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명 절연성 기판(20) 위에, 투명 유전체층(22)을 반사 영역 Rf 내에

위치하도록 형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이 하여 투명 유전체층(22)을 형성한다.

  유리 등으로 이루어지는 투명 절연성 기판(20) 위에 네가티브형 투명 아크릴계 감광재(예를 들면 일본 합성 고무사제 아

크릴 수지)를 도포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막 두께가 약 1.4㎛가 되도록 도포한다. 물론, 상술한 네가티브형 투명 아크릴계

감광재에 한정되지 않고, 공지된 감광재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포된 네가티브형 투명 아크릴계 감광재를 활성광

으로 패턴 노광하고, 계속해서, 알칼리 현상액에 의한 현상, 물 세정을 행하며, 그 후, 열 처리를 행함으로써, 도 3의 (a) 및

도 3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명 유전체층(22)을 형성한다.

  또한, 투명 유전체층(22)의 형성 방법은 상술한 방법에 한정되지 않고, 에칭에 의한 패터닝이나, 인쇄, 혹은 전사 등의 방

법을 이용해도 된다. 또한, 도 3의 (b)에서는, 스트라이프 형상으로 형성된 투명 유전체층(22)을 도시하였지만, 이에 한정

되지 않고, 투명 유전체층(22)을 복수개의 섬 형상으로 형성해도 된다.

  다음으로, 도 4의 (c)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명 유전체층(22)이 형성된 투명 절연성 기판(20) 위에, 컬러 필터층(24)을

형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안료 분산법을 이용하여 이하와 같이 하여 컬러 필터층(24)을 형성한다.

  우선, 도 4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명 절연성 기판(20) 위에, 제1 색의 색층(예를 들면 적색층)(24a)으로 되는 아크

릴계 안료 분산 감광재(24a')를 도포한다. 이 때, 투명 유전체층(22)이 형성되어 요철 형상으로 된 표면에 도포되는 아크릴

계 안료 분산 감광재(24a')의 표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탄화된다. 그 때문에, 도 4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명

유전체층(22) 위의 아크릴계 안료 분산 감광재(24a')의 두께 dR은, 투명 절연성 기판(20) 위에 직접 도포된 아크릴계 안료

분산 감광재(24a')의 두께 dT보다 작아진다. 즉, 투명 유전체층(22) 위의 아크릴계 안료 분산 감광재(24a')는 막 감소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투명 절연성 기판(20) 위에 직접 도포된 아크릴계 안료 분산 감광재(24a')의 두께 dT가 약 0.7㎛로 되도

록 도포한다. 또한, 아크릴계 안료 분산 감광재(24a')의 표면은, 도 4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요철 형상이어도 되고, 완전

하게 평탄화되어 실질적으로 평탄 상태이어도 된다.

  다음으로, 도 4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포된 아크릴계 안료 분산 감광재(24a')를 활성광으로 패턴 노광하고, 계속해

서, 알칼리 현상액에 의한 현상, 물 세정을 행하며, 그 후, 열 처리를 행함으로써, 제1 색의 색층(24a)을 형성한다.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하여, 도 4의 (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2 색의 색층(예를 들면 청색층)(24b)으로 되는 아크릴계

안료 분산 감광재 및 제3 색의 색층(예를 들면 녹색층)(24c)으로 되는 아크릴계 안료 분산 감광재를 이용하여, 제2 색의 색

층(24b) 및 제3 색의 색층(24c)을 형성하면, 3개의 색층을 구비한 컬러 필터층(24)이 얻어진다.

  그 후, 상술한 바와 같이 하여 형성된 컬러 필터층(24) 위에, 투명 도전 재료(예를 들면 ITO)를 이용하여 대향 전극(28)을

형성함으로써, 컬러 필터 기판(100B)이 완성된다.

  다음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하여 얻어진 컬러 필터 기판(100B)과, 별도로 준비한 액티브 기판(100A)을 소정 간격으로

접합한다. 또한, 이들을 접합하기 전에, 양방의 기판의 액정층(30)측에 필요에 따라 배향 처리를 실시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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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필터 기판(100B)이 갖는 투명 유전체층(22)은, 컬러 필터 기판(100B)과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00A)이 접합되었

을 때에, 반사 영역 Rf의 일부 또는 전체에 위치하도록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기판을 접합할 때는, 투명 유전체층(22)이 투

과 영역 Tr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위치 정렬이 행해진다.

  이와 같이 하여 컬러 필터 기판(100B)과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00A)이 접합된 후, 이들의 간극에 액정 재료가 주입되

어, 액정 표시 장치(100)가 완성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컬러 필터 기판(100B)에, 화소간으로부터 누설되는 광을 차광하기 위한 차광층(블랙 매트릭스)을 형

성해도 된다. 또한, 투과 영역 Tr을 통과하는 광이 투명 유전체층(22)을 통해 직접 표시에 기여하는(투명 유전체층(22)을

통과하여 관찰자측으로 출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개의 기판을 접합하는 공정에서 얼라인먼트 어긋남이 발생해도

투명 유전체층(22)이 투과 영역 Tr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마진을 고려하여 투명 유전체층(22)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투과 반사 겸용형의 액정 표시 장치(100)에 있어서, 투과 영역 Tr에서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00A)측(관찰자와는 반

대측)에 배치된 백 라이트(40)로부터 입사되는 광을 이용하여 표시가 행해진다. 백 라이트(40)로부터 입사되어 관찰자측

으로 출사되는 광은, 컬러 필터층(24)을 1회 통과한다. 이에 비하여, 반사 영역 Rf에서는, 관찰자측으로부터 입사되는 주위

광(태양 광이나, 실내에 설치된 조명 광, 혹은 액정 표시 장치(100)의 전면에 배치된 조명 광 등)을 이용하여 표시가 행해

진다. 관찰자측으로부터 입사되어 반사 전극(13)에서 반사되어, 관찰자측으로 출사되는 광은, 컬러 필터층(24)을 2회 통과

한다.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100)에서는, 반사 영역 Rf의 적어도 일부에서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가, 투과 영역 Tr에

서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보다 작기(얇기) 때문에, 반사 영역 Rf에서의 투과율의 저하가 저감되어, 광의 이용 효율이 향

상된다. 따라서, 색 순도를 높게 하기 위해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사 영역 Rf의 거의 전역에 걸쳐 컬러 필터층(24)이

형성되어 있어도, 반사 영역 Rf의 표시가 어둡게 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에서는, 투과

영역 Tr 및 반사 영역 Rf의 양방에서, 밝고, 또한, 색 순도가 높은(색 재현성이 높은) 표시가 실현된다.

  컬러 필터층(24)의 투과 영역 Tr에서의 두께 DR 및 반사 영역 Rf에서의 두께 DT는, 컬러 필터층(24)의 투과 영역에서의

색도 특성과, 반사 영역에서의 색도 특성이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가능한 한 비슷하도록)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과

영역 Tr에서의 색도 특성과 반사 영역 Rf에서의 색도 특성이 비슷하도록 컬러 필터층(24)의 두께가 설정되어 있으면, 주위

광의 강도(혹은 광량)가 갑자기 변화된 경우(예를 들면 갑자기 태양 광이 입사된 경우나 한낮에 주행하고 있는 차가 터널

내에 들어 간 경우)에도, 색도 변화의 발생이 억제되어, 표시에 위화감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모든 환경 하에서 시

인성이 높은 표시가 실현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도 4의 (c)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반사 영역 내에 하나의 투명 유전체층(22)이 형성되어 있

는 경우를 설명하였지만,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반사 영역 내에 복수의 투명 유전체층(22)이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즉, 반사 영역 Rf 내에 투명 유전체층(22)이 이산적으로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100)에서는, 투명 유전체층(22)은, 도 6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크기가 약 70㎛×약 100

㎛인 사각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사 배선이 연장되는 방향으로 약 20㎛, 신호 배선이 연장되는 방향으로 약 14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화소의 크기는 약 85㎛×약 250㎛이다.

  도 6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명 유전체층(22)이 형성된 컬러 필터 기판(100B)의 투과 영역 Tr 및 반사 영역 Rf에서

의 색도값(x, y) 및 밝기(Y값)의 측정을 행한 결과와 색 재현성을 표 1에 나타낸다. 또한, 표 1에서는, 반사 영역 Rf를 광이

2회 통과한다라고 환산한 경우의 색도값(x, y) 및 밝기(Y값)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색 재현 범위란, xy 색도 좌표 상의 적

(R), 녹(G), 청(B)의 3점으로 둘러싸이는 삼각형의 면적을 산출한 값이다.

  

[표 1]

  R  G  B  W  색 재현 범위

  x/y  x/y  x/y  x/y Y  

 투과 영역  0.4472/0.2788  0.3175/0.4496  0.1756/0.2462  0.2965/0.3262 50.1  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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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영역(2회)  0.4491/0.2779  0.3179/0.4518  0.1695/0.2397  0.2964/0.3269 48.6  0.0268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투과 영역 Tr에서의 색 재현 범위와 반사 영역 Rf에서의 색 재현 범위의 비는 약 1 : 1.06으로,

투과 영역 Tr에서의 색 재현 범위와 반사 영역 Rf에서의 색 재현 범위가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표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밝기(Y값)에 대해서도, 투과 영역 Tr에서의 밝기(Y값)와, 반사 영역 Rf에서의 밝기(Y값)가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도 6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반사 영역 Rf 내에 크기가 약 10㎛×약 100㎛인 투명 유전체층(22)을 주사

배선이 연장되는 방향을 따라 약 15㎛ 의 간격으로 3개 배치한 경우의 색도값(x, y), 밝기(Y값) 및 색 재현성을 표 2에 나

타낸다.

  

[표 2]

  R  G  B  W  색 재현 범위

  x/y  x/y  x/y  x/y Y  

 투과 영역  0.4472/0.2788  0.3175/0.4496  0.1756/0.2462  0.2965/0.3262 50.1  0.0253

 반사 영역(2회)  0.4475/0.2779  0.3179/0.4502  0.1721/0.2452  0.2964/0.3263 49.9  0.0258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경우에는, 투과 영역 Tr에서의 색 재현 범위와 반사 영역 Rf에서의 색 재현 범위의 비는 약

1 : 1.02로, 투과 영역 Tr에서의 색 재현 범위와 반사 영역 Rf에서의 색 재현 범위가, 도 6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명

유전체층(22)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더욱 일치하였다. 또한, 밝기에 대해서도, 표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과 영역

Tr에서의 밝기(Y값)와, 반사 영역 Rf에서의 밝기(Y값)가 도 6의 (a)에 도시한 경우에 비해 더욱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의 성능과, 특개2000-111902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컬러 필터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영역을 반사 영역에 갖는 액정 표시 장치)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에 의해 비교한다.

  도 7에,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가 구비하는 컬러 필터층(24) 및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가 구비하는 컬러 필

터층의 색 재현성을 나타내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도시한다. 도 7은, 횡축에 컬러 필터층의 밝기를 나타내는 Y값을 나타

내고, 종축에 색 재현 범위(여기서는 NTSC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또한, NTSC비는 xy 색도 좌표 상의 적(R), 녹(G), 청(B)의 3점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면적의 비율(SA/S)이다. 기준이

되는 면적 S는, 적(x : 0.670, y : 0.330), 녹(x : 0.210, y : 0.710) 및 청(x : 0.140, y : 0.080)의 3점으로 둘러싸인 삼각

형의 면적이다. 또한, 면적 SA는, 샘플이 되는 컬러 필터층의 적, 녹 및 청에 대응하는 색도 좌표 상의 3점으로 둘러싸인 삼

각형의 면적이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행할 때,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가 구비하는 컬러 필터층(24) 및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

가 구비하는 컬러 필터층은, 반사 영역 및 투과 영역의 양방에서, 반사 시의 특성이 적(x : 0.670, y : 0.326), 녹(x : 0.286,

y : 0.648), 청(x : 0.131, y : 0.120), NTSC비 79.9%, Y값이 22.9인 광학 특성을 갖는 색판(컬러 필터층을 구성하는 재

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도 7에서의 P0에 대응).

  도 7에서의 ■는,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가 구비하는 컬러 필터층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P0, P1, P2, P3, P4, P5,

P6, P7의 순으로, 컬러 필터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영역을, 반사 영역의 면적의 5%씩 증가시켰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가 구비하는 컬러 필터층에서는, 컬러 필터층이 형성되

어 있지 않은 영역을 증가시킬수록, 밝기 Y값이 향상되고, 반사율이 향상되지만, 색 재현 범위(NTSC비)가 현저하게 저하

된다. 따라서, 컬러 필터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영역을 증가시켜, Y값을 향상시키면, 흰 빛을 띄는 색조로 되어, 색조가

악화된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Y값의 증가에 대하여, 색 재현 범위는 아래로 볼록한 곡선 형상으로 감소한다.

  도 7에서의 ◆는,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가 구비하는 컬러 필터층(24)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P0,

PN1, PN2, PN3의 순으로, 반사 영역 Rf에 위치하는 컬러 필터층의 두께를 25%씩 작게 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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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가 구비하는 컬러 필터층(24)에서는, 반사 영

역 Rf에 형성되어 있는 컬러 필터층(24)의 두께를 작게 할수록, 밝기 Y값이 향상되고, 반사율이 향상된다. 이 때, 밝기 Y값

의 향상에 수반하여 색 재현 범위(NTSC비)가 저하되지만, 그 저하의 정도는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의 컬러 필터층에 비해

작다.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가 구비하는 컬러 필터층(24)에서는,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Y값의 증가에 대

하여, 색 재현 범위는 직선 형상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이, Y값의 증가에 대하여,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의 컬러 필터층에서는, 색 재현 범위가 아래로 볼록한 곡선 형상

으로 감소하는 데 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의 컬러 필터층(24)에서는, 색 재현 범위가 직선 형상으로

감소한다. 그 때문에, 동일한 Y값에서 비교한 경우,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의 컬러 필터층(24)쪽이 높은 색

재현 범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Y값 35%에서 비교하면,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의 컬러 필터층의 색 재현 범위(NTSC

비)가 0.23(도 7에서의 P3 부근)인 데 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의 컬러 필터층(24)의 색 재현 범위

(NTSC비)는 0.48(도 7에서의 PN2 부근)이다.

  또한, 동일한 색 재현 범위(NTSC비)에서 비교한 경우에는,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의 컬러 필터층(24)쪽이

높은 Y값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색 재현 범위(NTSC비) 0.5에서 비교하면,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의 컬러 필터층의 Y값

이 27(도 7에서의 P1 부근)인 데 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의 컬러 필터층(24)의 Y값은 34(도 7에서의

PN2 부근)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의 컬러 필터층(24)은,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의 컬러 필터층보다 밝고, 또한, 색 재현 범위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주위 광(외광)을 표시에 이용하는 반사형의 표시에서는, 백 라이트로부터의 광을 표시에 이용하는 투과형의 표시에 비해,

충분한 콘트라스트비를 얻는 것이 어렵고, 실제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액정층의 조건 등도 추가로 가해지기 때문에, 컬

러 필터층만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보다, 색 재현 범위와 밝기의 양방에 우수한 표시를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 즉, 실제의

액정 표시 장치에 적용한 경우에,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의 컬러 필터층(24)은,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의 컬

러 필터층에 비해 보다 우위성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에서는, 밝기 및 색 재현 범위

의 양방에 우수한 반사형의 표시가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투과 영역 및 반사 영역의 양방에서, 밝고, 또한, 색 순도가 높

은(색 재현성이 높은) 표시가 가능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100)는, 반사 영역 Rf의 적어도 일부에서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가,

투과 영역 Tr에서의 컬러 필터층의 두께보다 작아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반사 영역 Rf의 적어도 일부에

투명 유전체층(22)을 형성함으로써, 투명 유전체층(22) 위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를 작게 하여, 컬러 필터층(24)에 상

술한 바와 같은 두께 분포를 생성한다.

  투명 유전체층(22)은, 예를 들면 도 8의 (a)∼도 8의 (d)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사 영역 Rf의 적어도 일부에 형성된다. 도

8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반사 영역 Rf에 대하여 하나의 투명 유전체층(22)이 배치되어도 되고, 도 8의 (b), (c)

및 (d)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반사 영역 Rf에 대하여 복수의 투명 유전체층(22)이 배치되어도 된다. 도 9에 도시한 바

와 같이, 반사 영역 Rf 전체의 색 순도는, 투명 유전체층(22) 위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가 작은 부분(두께 dR'의 부분)의

색 순도와, 투명 유전체층(22)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컬러 필터층(24)의 두께가 큰 부분(두께 dR''의 부분)의 색 순도와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컬러 필터층(24)을 형성하는 재료의 커버리지 특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반사 영역 Rf 내에 투명 유전체층(22)이 형성되어

있어도, 컬러 필터층(24)을 형성할 때에 막 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투명 유전체층(22) 위에 위치하는 컬러 필터층(24)

의 두께가 충분히 작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투명 유전체층(22)의 형상이나 두께를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투명 유전체층(22) 위에 위치하는 컬러

필터층(24)의 두께를 제어할 수 있다. 이하, 표 3, 표 4 및 도 10을 참조하면서, 투명 유전체층(22)의 형상 및 두께와, 투명

유전체층(22) 위에 위치하는 컬러 필터층(24)의 두께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표 3은, 반사 영역 Rf에서의 투명 유전체층(22)의 점유율(반사 영역 Rf의 면적에 대한 투명 유전체층(22)의 면적의 비율),

투명 유전체층(22)의 형상 및 투명 유전체층(22)의 두께 dJ를 변화시켰을 때의, 투명 유전체층(22) 위의 컬러 필터층(24)

의 두께 dR'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여기서는, 투과 영역 Tr 및 반사 영역 Rf의 면적비가 약 1 : 1이고, 투과 영역 Tr의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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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필터층(24)의 두께 dT가 약 1.2㎛가 되도록 컬러 필터층(24)의 재료를 도포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표 3에서의

30㎛□는, 투명 유전체층(22)의 형상이 약 30㎛×약 30㎛의 정방형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50㎛□ 및 72㎛□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표 4는, 투명 유전체층(22)의 형상을 약 70㎛×약 100㎛의 장방형으로 하고, 투명 유전체층(22)의 두께 dJ를 변화

시켰을 때의, 투과 영역 Tr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 dT에 대한 투명 유전체층(22)의 두께 dJ의 비 dJ/dT 와, 투과 영역

Tr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 dT에 대한 투명 유전체층(22) 위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 dR'의 비 dR'/dT를 나타낸 것이

다. 또한, 표 4는, 투과 영역 Tr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 dT를 일정하게 한 경우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도 10은, 투명 유전체층(22)의 형상을, 폭 약 100㎛의 스트라이프, 약 100㎛×약 100㎛의 정방형 또는 약 20㎛×약 20㎛

의 정방형으로 한 경우의 dJ/dT 및 dR'/dT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표 3]

 투명 유전체층의 점유율(%)  투명 유전체층의 형상 투명 유전체층의

두께 dJ(㎛)

두명 유전체층 위의 컬러 필터층의

두께 dR'(㎛)

 30  30㎛□  0.8  0.58

 30  30㎛□  1.2  0.42

 30  30㎛□  1.6  0.20

 52  50㎛□  0.8  0.73

 52  50㎛□  1.2  0.62

 52  50㎛□  1.6  0.45

 87  72㎛□  0.8  0.84

 87  72㎛□  1.2  0.71

 87  72㎛□  1.6  0.53

  

[표 4]

dJ/dT  0.5  1.0  1.5  2.0

dR'/dT  0.85  0.7  0.6  0.5

  표 3, 표 4 및 도 10으로부터, 컬러 필터층(24)을 형성하는 재료나 투명 유전체층(22)의 표면의 성질에도 의한 것이지만,

투명 유전체층(22)의 형상 및 두께 dJ와, 투명 유전체층(22) 위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 dR'와의 관계에 대하여, 대략 이

하의 (1)∼(3)의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투명 유전체층(22)의 두께 dJ가 클 수록, 투명 유전체층(22) 위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 dR'이 작아진다.

  (2) 반사 영역 Rf에서의 투명 유전체층(22)의 점유율이 클 수록, 투명 유전체층(22) 위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 dR'이

작아진다.

  (3) 반사 영역 Rf에서의 투명 유전체층(22)의 점유율(면적)을 일정하게 하면, 반사 영역 Rf 1개에 대하여 투명 유전체층

(22)이 하나 배치되어 있는 것보다, 보다 작은 사이즈의 투명 유전체층(22)이 복수 배치되어 있는 쪽이, 투명 유전체층(22)

위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 dR'이 작아진다. 즉, 반사 영역 Rf 내에 투명 유전체층(22)이 이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쪽이,

투명 유전체층(22) 위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 dR'이 작아진다. 또한, 투명 유전체층(22)의 점유율(면적)이 일정하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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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유전체층(22)의 수가 많을수록, 즉, 투명 유전체층(22)이 보다 미세하고 많은 섬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을수록, 투명 유

전체층(22) 위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 dR'은 작아진다. 예를 들면, 도 11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은 사이즈가 큰 스트라

이프 형상보다, 도 11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은 사이즈가 작은 섬 형상쪽이, 투명 유전체층(22) 위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 dR'이 작아진다.

  상술한 (1)∼(3)의 경향을 고려하여, 투명 유전체층(22)의 형상이나 두께를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투명 유전체층(22)

위에 위치하는 컬러 필터층(24)의 두께 dR'을 제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액정 표시 장치(100)가 구비하는 액정층(30)의 두께에 대하여 설명한다.

  실시예 1의 액정 표시 장치(100)는, 투과 영역 Tr에서의 액정층(30)의 두께 DT가, 반사 영역 Rf에서의 액정층(30)의 두

께 DR보다 커지도록(두꺼워지도록) 구성되어 있고, 전형적으로는, 반사 영역 Rf의 액정층(30)의 두께 DR이, 투과 영역 Tr

의 액정층(30)의 두께 DT의 약 1/2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반사 모드의 표시에 이용되는 광은, 컬러 필터 기판(100B)측으로부터 입사되어, 액정층(30)을 통과한 후, 반사 전극(13)

에서 반사되고, 다시 액정층(30)을 통과한 후, 컬러 필터 기판(100B)으로부터 출사되기 때문에, 액정층(30)을 2회 통과한

다. 따라서, 반사 영역 Rf의 액정층(30)의 두께 DR을, 투과 영역 Tr의 액정층(24)의 두께 DT의 약 1/2로 함으로써, 반사 모

드의 표시에 이용되는 광과 투과 모드의 표시에 이용되는 광의 광로 길이를 일치시킬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100)에서는, 투과 영역 Tr에서의 액정층(30)의 두께 DT가, 반사 영역 Rf

에서의 액정층(30)의 두께 DR보다 크고, 투과 영역 Tr을 통과하는 광에 대한 광로 길이와, 반사 영역 Rf를 통과하는 광에

대한 광로 길이가 정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콘트라스트비의 표시가 실현된다.

  투과 영역 Tr의 액정층(30)의 두께 dT를, 반사 영역 Rf의 액정층(30)의 두께 dR보다 크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

하와 같이 하여 액정 표시 장치(100)를 제조하면 된다.

  우선, 컬러 필터 기판(100B)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조한다.

  우선, 투명 절연성 기판(20) 위에 투명 유전체층(22)을 두께가 약 0.7㎛가 되도록 형성한다. 다음으로, 투명 유전체층

(22)이 형성된 투명 절연성 기판(20) 위에, 컬러 필터층(24)을, 투명 유전체층(22)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영역의 컬러 필터

층(24)의 두께가 약 0.7㎛가 되도록 형성한다. 이 때, 투명 유전체층(22) 위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는 막 감소에 따라

약 0.6㎛로 된다.

  계속해서, 투명 유전체층(22) 위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가 약 0.35㎛로 되도록 연삭한다. 이에 의해, 투명 유전체층

(22) 위의 컬러 필터층(24)의 표면의 높이와, 투명 유전체층(22)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영역의 컬러 필터층(24)의 표면의

높이와의 차 Δd는, 약 0.35㎛로 된다. 그 후, 대향 전극(28) 등을 형성함으로써, 컬러 필터 기판(100B)이 얻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하여 컬러 필터 기판(100B)을 제조하는 것과는 별도로, 반사 영역 Rf의 표면의 높이가 높아지도록 구성

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00A)을 제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반사 영역 Rf에 예를 들면 일본 합성 고무사제의 포지티브형 감광성 수지를 이용하여 층간 절연막

(15)을 형성하고, 다음으로, 마스크 노광, 현상 및 소성을 실시함으로써 층간 절연막(15)의 표면을 요철 형상으로 성형한

다. 여기서는, 표면을 요철 형상으로 형성한 후의 층간 절연막(15)의 두께 DI(평균값)가 약 2.1㎛로 되도록 층간 절연막

(15)을 형성한다.

  계속해서, 이 층간 절연막(15) 위에 예를 들면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반사 전극(13)을 형성한다. 층간 절연막(15)의 요철

형상의 표면 위에 형성된 반사 전극(13)은, 요철 형상의 표면을 갖고 있어, 양호한 산란 특성을 갖는다.

  그 후, 얻어진 컬러 필터 기판(100B)과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00A)을, 반사 영역 Rf 내에 높이 약 2.5㎛의 기둥형 스페

이서를 배치하거나, 혹은, 직경이 약 2.5㎛인 구형 비즈(구형 스페이서)를 산포한 후에 접합한다.

등록특허 10-0529264

- 12 -



  이와 같이 하여 제조된 액정 표시 장치(100)에서는, 반사 영역 Rf에서의 액정층(30)의 두께 DR은 구형 비즈에 의해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약 2.5㎛이다. 이에 비하여, 투과 영역 Tr에서의 액정층(30n)의 두께 DT는, 약 4.95㎛

(=DR+DI+Δd≒2.5+2.1+0.35)이다. 따라서, 투과 영역 Tr에서의 액정층(30)의 두께 DT와 반사 영역 Rf에서의 액정층

(30)의 두께 DR의 비는 약 2 : 1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하여, 투과 영역 Tr과 반사 영역 Rf에서 액정층(30)의 두께가 다른 멀티 갭 구조의 액정 표시 장치

(100)가 얻어진다.

  (실시예 2)

  도 12에,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2의 액정 표시 장치(200)의 단면 구조를 모식적으로 도시한다. 실시예 2의 액정 표시 장

치(200)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00A)의 구성이 실시예 1의 액정 표시 장치(100)와는 다르다. 이후의 도면에서는, 실시

예 1의 액정 표시 장치(100)의 구성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갖는 구성 요소를 동일한 참조 부호를 이용하여 나

타내고,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한다.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시예 2의 액정 표시 장치(200)가 갖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00A)은, 투과 영역 Tr에서의

액정층(30)측의 표면의 높이와, 반사 영역 Rf에서의 액정층(30)측의 표면의 높이가 실질적으로 같아지도록 구성되어 있

다.

  또한, 액정 표시 장치(200)가 갖는 컬러 필터 기판(200B)은, 반사 영역 Rf에서의 액정층(30)측의 표면의 높이가, 투과 영

역 Tr에서의 액정층(30)측의 표면의 높이보다 높아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반사 영역 Rf의 투명 유전체

층(22) 위의 컬러 필터층(24)의 높이(액정층(30)측의 표면의 높이)가, 투과 영역 Tr의 컬러 필터층(24)의 높이(액정층(30)

측의 표면의 높이)보다 높아지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에 의해, 컬러 필터 기판(200B)의 반사 영역 Rf에서의 표면의 높이가

높게 되어 있다. 또한, 투명 유전체층(22)은, 반사 영역 Rf와 거의 동일한 크기(면적)로 반사 영역 Rf의 거의 모든 부분에

중첩되도록 형성되어 있다. 단, 실시예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의 반사 영역 Rf 내에 복수의 투명 유전체층(22)이 형

성되어 있어도 된다.

  상술한 구성을 갖는 실시예 2의 액정 표시 장치(200)는,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이 하여 제조된다.

  우선, 컬러 필터 기판(200B)을 제조한다. 투명 절연성 기판(20)에 투명 유전체층(22)을 두께가 약 3.2㎛로 되도록 형성

하고, 계속해서, 컬러 필터층(24)을, 투명 유전체층(22)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영역의 두께가 약 1.4㎛로 되도록 형성한다.

이 때, 투명 유전체층(22) 위의 컬러 필터층(24)의 두께는, 막 감소에 의해 약 0.7㎛로 되기 때문에, 컬러 필터층(24)의 표

면 단차는 약 2.5㎛로 된다.

  다음으로, 투과 영역 Tr에서의 액정층(30)측의 표면의 높이와, 반사 영역 Rf에서의 액정층(30)측의 표면의 높이가 실질

적으로 같아지도록 구성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00A)을 제조한다. 여기서는, 반사 영역 Rf와 투과 영역 Tr과의 면적 비

율이 8 : 2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00A)을 제조한다. 이러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00A)은 공지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

조할 수 있다. 이 때, 실시예 1의 액정 표시 장치(100)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100A)과 같이, 반사 전극(13)의 표면의 높

이를 조정하기 위한 층간 절연막을 형성할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상술한 컬러 필터 기판(200B)과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00A)을, 반사 영역 Rf의 셀 갭이 약 2.5㎛로 되도록

접합한다. 구체적으로는, 반사 영역 Rf 내에 높이 약 2.5㎛의 기둥형 스페이서를 배치하거나, 혹은, 직경 약 2.5㎛의 구형

스페이서를 산포한 후에 이들 기판을 접합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투과 영역 Tr에서의 셀 갭은, 스페이서의 높이 약 2.5

㎛와 컬러 필터층(24)의 표면 단차 약 2.5㎛와의 합인 약 5.0㎛로 된다. 그 후, 이들 기판의 간극에 액정 재료를 주입한다.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액정 표시 장치(200)에서는, 반사 영역 Rf의 액정층(30)의 두께 DR이 약 2.5㎛이고, 투과 영역 Tr

의 액정층(30)의 두께 DT가 약 5.0㎛이다. 따라서, 반사 영역 Rf의 액정층(30)의 두께 DR이 투과 영역 Tr의 액정층(30)의

두께 DT의 약 1/2이고, 반사 영역 Rf를 통과하는 광에 대한 광로 길이와, 투과 영역 Tr을 통과하는 광에 대한 광로 길이가

정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콘트라스트비의 표시를 행할 수 있다. 물론, 실시예 1의 액정 표시 장치(100)와 마찬가지로, 투과

영역 Tr 및 반사 영역 Rf의 양방에서 밝고, 또한, 색 순도가 높은 표시가 실현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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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술한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200)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00A)의 투과 영역 Tr에서의 표면의 높이와, 반사 영

역 Rf에서의 표면의 높이가 실질적으로 같고, 또한, 컬러 필터 기판(200B)의 반사 영역 Rf에서의 표면의 높이가 투과 영역

Tr에서의 표면의 높이보다 높아지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의해, 액정 표시 장치(200)에서는, 반사 영역 Rf에서의 액정

층(30)의 두께 DR이 투과 영역 Tr에서의 액정층(30)의 두께 DT보다 작게 되어 있다.

  즉, 액정 표시 장치(200)에서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00A)의 반사 영역 Rf의 표면의 높이를 높게 하지 않고, 컬러 필

터 기판(200B)의 반사 영역 Rf의 표면의 높이를 높게 함으로써, 액정층(30)의 두께에 분포를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액정 표시 장치(200)의 제조 프로세스에서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00A)의 반사 영역 Rf에서의 표면의 높이를

투과 영역 Tr에서의 표면의 높이보다 높게 하는 공정(예를 들면, 실시예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100B)의 반사 영역 Rf에 층간 절연막(15)을 형성하는 공정)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 때문에, 본 실시예의 멀티 갭 구조

의 액정 표시 장치(200)는 간편한 제조 프로세스로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액정 표시 장치(200)에서는, 컬러 필터 기판(200B)의 투과 영역에서의 표면의 높이와 반사 영역에서의 표면의 높

이에 차이를 둠으로써 멀티 갭 구조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회소 영역 내에서의 표시에 기여하는 영역의 비율을 높게 하

여, 밝기의 향상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다. 이하,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도 13의 (a) 및 도 13의 (b)에,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700A)의 투과 영역에서의 표면의 높이와 반사 영역에서의 표면의

높이에 차이를 둠으로써 멀티 갭 구조가 실현되어 있는 액정 표시 장치(700)를 모식적으로 도시한다. 도 13의 (a)는, 액정

표시 장치(700)의 하나의 회소 영역을 모식적으로 도시하는 상면도이고, 도 13의 (b)는, 도 13의 (a)에서의 13B-13B'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또한, 도 13의 (b)에서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700A)에 대향하는 컬러 필터 기판을 생략하고 있

다.

  액정 표시 장치(700A)에서는, 반사 전극(13)은, 층간 절연막(15) 위에 형성되어 있다. 투명 전극(12)을 노출시키기 위해

층간 절연막(15)에 형성되는 개구부(15a)는 테이퍼 형상이고, 층간 절연막(15)은 개구부(15a)를 둘러싸도록 경사진 측면

(15s)을 갖고 있다. 전형적으로는, 이 경사 측면(15s)을 피복하도록 반사 전극(13)이 형성된다.

  경사 측면(15s)을 피복하는 반사 전극(13)이 외광을 관찰자측으로 효율적으로 반사하면, 경사 측면(15s)이 존재하는 영

역은 반사 영역 Rf로서 기능하지만, 실제로는, 경사 측면(15s)의 평균적인 테이퍼각은 45°정도이기 때문에, 경사 측면

(15s)의 반사 전극(13)에 의해 반사된 광은 내부 반사를 반복하여, 컬러 필터 기판으로부터 관찰자측으로 거의 출사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경사 측면(15s)이 존재하는 영역은, 표시에 기여하지 않는 무효 영역 U로 된다.

  본원 발명자가 검토한 결과, 예를 들면, 임의의 사양의 투과 반사 겸용형 액정 표시 장치에서, 반사 영역 Rf와 투과 영역

Tr의 면적비가 72 : 28이고, 회소 영역 내에서 반사 영역 Rf와 투과 영역 Tr이 차지하는 비율(즉 개구율)이 각각 58.0%,

22.7%일 때, 상술한 무효 영역 U가 차지하는 비율(면적 비율)은 8%이었다.

  이 무효 영역 U의 비율은, 회소 영역 내에서의 투과 영역 Tr의 비율이 커질수록 커진다. 도 14에, 회소 영역 내에서 투과

영역 Tr이 차지하는 비율 즉 투과 개구율(%)과, 무효 영역 U의 면적 비율(%)과의 관계를 도시한다.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과 개구율이 약 23%일 때에는 무효 영역 U의 면적 비율은 약 8%인 데 비하여, 투과 개구율

이 약 51%일 때에는 무효 영역 U의 면적 비율은 약 25%이다. 이와 같이, 투과 개구율이 높아질수록, 무효 영역 U의 면적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 광의 이용 효율이 저하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도 12에 도시한 액정 표시 장치(200)에서는, 컬러 필터 기판(200B)의 투과 영역에서의 표면의 높이와 반사

영역에서의 표면의 높이에 차이를 둠으로써 멀티 갭 구조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상술한 바와 같은 무효 영역(경사 측면

에 반사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광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켜, 밝기의 향상을 한층 더 도

모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광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표면에는 높고 낮음을 두지 않고, 컬

러 필터 기판의 표면에 높고 낮음을 둠으로써 멀티 갭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사 전극을 회소 영역 내의 불

투명한 구성 요소(예를 들면 보조 용량 배선 등) 위에 형성하면, 광의 이용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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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5 및 도 16에, 보조 용량 배선(54) 위에 반사 전극이 형성된, 본 실시예의 다른 액정 표시 장치(200')를 도시한다. 도

15는 액정 표시 장치(200')를 모식적으로 도시하는 상면도이고, 도 16은 도 15에서의 16A-16A'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에

상당한다.

  액정 표시 장치(200')가 갖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00A')은, 투명 절연성 기판(10)과, 투명 절연성 기판(10) 위에 형성

된 TFT(50)와, TFT(50)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주사 배선(51), 신호 배선(52) 및 회소 전극(투명 전극(12)과 반사 전극

(13)을 포함함)을 갖고 있다.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00A')은 보조 용량 전극(53)과 보조 용량 배선(54)을 더 갖고 있다.

  TFT(50)의 게이트 전극, 주사 배선(51) 및 보조 용량 배선(54)을 피복하도록, 전형적으로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200A')의 거의 전면에 게이트 절연막(55)이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 절연막(55) 위에, TFT(50)를 구성하는 반도체층(소

스 영역, 채널 영역, 드레인 영역을 포함함)과, 신호 배선(52)과, 보조 용량 전극(53)과, 접속 배선(56)이 형성되어 있다. 접

속 배선(56)은 TFT(50)의 드레인 전극과 보조 용량 전극(53)을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피복하도록,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00A')의 거의 전면에 층간 절연막(15)이 형성되어 있고, 이 층간 절연

층(15) 위에 투명 전극(12)과 반사 전극(13)을 포함하는 회소 전극이 형성되어 있다. 회소 전극은, 층간 절연막(15)에 형성

된 컨택트홀 내에서, 보조 용량 전극(53)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즉, 회소 전극은, 보조 용량 전극(53) 및 접속 배선

(56)을 통해, TFT(50)의 드레인 전극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반사 전극(13)은 보조 용량 배선(54) 위에 위치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또한, 여기서는, 반사 전극(13)은 투명 전극(12) 위

에 형성되어 있으며, 요철 형상의 표면을 갖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반사 전극(13)의 하방에 위치하는 층간 절연막

(15)의 표면에 포토리소그래피법에 의해 요철이 형성되어 있고, 그 요철 형상 표면 위에 형성된 투명 전극(12) 및 반사 전

극(13)이 층간 절연막(15)의 표면 형상을 반영한 요철 형상을 갖고 있다.

  액정 표시 장치(200')에서는, 도 12에 도시한 액정 표시 장치(200)와 마찬가지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00A')의 표면에

는 높고 낮음을 두지 않고, 컬러 필터 기판(200B')의 표면에 높고 낮음을 둠으로써 멀티 갭 구조가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상술한 무효 영역(경사 측면에 반사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반사 전극(13)이 보조 용량 배

선(54) 위에 위치하도록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는 불투명한 보조 용량 배선(54)이 형성되어 있는 영역을 반사

영역 Rf로 하여 표시에 기여하게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광의 이용 효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실시예 3)

  도 17에,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3의 액정 표시 장치(300)의 단면 구조를 모식적으로 도시한다. 실시예 3의 액정 표시 장

치(300)는, 광을 확산하는 기능을 갖는 투명 유전체층(22')을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실시예 2의 액정 표시 장치(200)와 다

르다. 이후의 도면에서는, 실시예 2의 액정 표시 장치(200)의 구성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갖는 구성 요소를 동

일한 참조 부호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한다.

  실시예 3의 액정 표시 장치(300)가 갖는 컬러 필터 기판(200B)은, 광을 확산하는 기능을 갖는 투명 유전체층(22')을 구비

하고 있다. 이 투명 유전체층(22')은, 실시예 2의 액정 표시 장치(200)와 마찬가지로, 반사 영역 Rf의 적어도 일부에 형성

되어 있다.

  광을 확산하는 기능을 갖는 투명 유전체층(22')은, 전형적으로는, 투명한 매트릭스 재료에, 매트릭스 재료의 굴절율과 다

른 굴절율을 갖는 충전제(필러)를 분산시킨 재료를 이용하여 형성된다. 예를 들면, 굴절율이 약 1.49인 투명한 아크릴계 감

광성 수지에, 평균 입경이 약 1.5㎛이고 굴절율이 약 1.40인 실리카 비즈가 약 20wt% 혼합된 재료를 이용하여, 두께가 약

2.8㎛인 투명 유전체층(22')을 형성하면, 이 투명 유전체층(22')의 헤이즈(haze)율(확산 투과율)은 약 60%이었다.

  본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300)는, 광을 확산하는 기능을 갖는 투명 유전체층(22')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 영역

Rf를 통과하는 광이, 투명 유전체층(22')에 의해 확산되어 페이퍼 화이트에 가까운 백 표시가 실현된다.

  투명 유전체층(22')이 광을 확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면,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사 전극(13)의 표면을 평탄하게

할 수도 있다. 반사 전극(13)의 표면을 요철 형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형상을 정확하게 제어하는 복잡한 공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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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되고, 반사 영역 Rf에서의 액정층(30)의 두께 DR이 변동되어 최적의 표시를 실현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반사 전극(13)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면,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여 페이퍼 화이트에 가까운 백 표시를 실현할 수 있

다.

  또한, 반사 전극(13)의 표면이 요철 형상인 경우에는, 요철 형상의 표면에 기인한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표면이 요철 형상인 반사 전극(13)에, 광을 확산하는 기능을 갖는 투명 유전체층(22')을 조합하면, 이 간섭이 해소되어, 아

름다운 페이퍼 화이트에 가까운 백 표시가 실현된다.

  이와 같이, 투명 유전체층(22')이 광을 확산하는 기능을 가지면, 반사 전극(13)의 표면 형상에 상관없이, 페이퍼 화이트에

가까운 백 표시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투명 유전체층(22')은, 반사 영역 Rf에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과 영역 Tr의

표시 특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반사 영역 Rf의 표시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때문에, 투명 유전체층(22')이 광을

확산하는 기능을 갖는 구성은 이 점에서도 우수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투과 영역 및 반사 영역의 양방에서 밝고, 또한, 색 순도가 높은 표시를 실현할 수 있는 액정 표시 장치

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반사 영역의 적어도 일부에서의 컬러 필터층의 두께가 투과 영역에서의 컬러 필터층의

두께보다 작기 때문에, 반사 영역에서의 광의 이용 효율의 저하가 저감되고, 그 때문에, 투과 영역 및 반사 영역의 양방에

서 밝고, 또한, 색 순도가 높은 표시를 실현할 수 있다.

  반사 영역의 적어도 일부에서 투명 기판과 컬러 필터층 사이에 투명 유전체층이 형성된 구성을 채용하면, 상술한 바와 같

은 고품위의 표시가 가능한 액정 표시 장치를, 간편한 제조 프로세스로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기판과, 제2 기판과, 상기 제1 기판과 상기 제2 기판 사이에 형성된 액정층을 갖고, 표시를 행하기 위한 복수의 회소

영역을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로서,

  상기 복수의 회소 영역 각각은 상기 제1 기판측으로부터 입사되는 광을 이용하여 투과 모드로 표시를 행하는 투과 영역

과, 상기 제2 기판측으로부터 입사되는 광을 이용하여 반사 모드로 표시를 행하는 반사 영역을 가지고,

  상기 제2 기판은 상기 투과 영역 및 상기 반사 영역에 형성된 컬러 필터층과, 투명 기판과 상기 반사 영역의 상기 적어도

일부에서 상기 투명 기판과 상기 컬러 필터층 사이에 형성된 투명 유전체층을 가지며,

  상기 반사 영역의 적어도 일부에서의 상기 컬러 필터층의 두께가 상기 투과 영역에서의 상기 컬러 필터층의 두께보다 작

으며,

  상기 반사 영역 하나에 대하여, 상기 투명 유전체층이 복수 배치되어 있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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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기판과, 제2 기판과, 상기 제1 기판과 상기 제2 기판 사이에 형성된 액정층을 갖고, 표시를 행하기 위한 복수의 회소

영역을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로서,

  상기 복수의 회소 영역 각각은 상기 제1 기판측으로부터 입사되는 광을 이용하여 투과 모드로 표시를 행하는 투과 영역

과, 상기 제2 기판측으로부터 입사되는 광을 이용하여 반사 모드로 표시를 행하는 반사 영역을 가지고,

  상기 제2 기판은 상기 투과 영역 및 상기 반사 영역에 형성된 컬러 필터층과, 투명 기판과 상기 반사 영역의 상기 적어도

일부에서 상기 투명 기판과 상기 컬러 필터층 사이에 형성된 투명 유전체층을 가지며,

  상기 반사 영역의 적어도 일부에서의 상기 컬러 필터층의 두께가 상기 투과 영역에서의 상기 컬러 필터층의 두께보다 작

으며,

  상기 투명 유전체층은 광을 확산하는 기능을 가지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투과 영역에서의 상기 액정층의 두께가 상기 반사 영역에서의 상기 액정층의 두께보다 큰 액정 표

시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 영역에서의 상기 제1 기판의 상기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가 상기 투과 영역에서의 상기 제1

기판의 상기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보다 높은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판은 상기 컬러 필터층을 상기 액정층측에 갖고, 상기 반사 영역의 상기 투명 유전체층이 형

성된 상기 적어도 일부에서의 상기 컬러 필터층의 높이가 상기 투과 영역에서의 상기 컬러 필터층의 높이보다 높고, 그에

의해, 상기 반사 영역에서의 상기 제2 기판의 상기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가 상기 투과 영역에서의 상기 제2 기판의 상기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보다 높게 되어 있으며, 또한, 상기 반사 영역에서의 상기 제1 기판의 상기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

이와, 상기 투과 영역에서의 상기 제1 기판의 상기 액정층측의 표면의 높이가 실질적으로 같은 액정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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