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93957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G02F 1/136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3년08월09일

10-0393957

2003년07월25일

(21) 출원번호 10-2000-0045213 (65) 공개번호 특2001-0021217

(22) 출원일자 2000년08월04일 (43) 공개일자 2001년03월15일

(30) 우선권주장 99-222456 1999년08월05일 일본(JP)

(73) 특허권자 세이코 엡슨 가부시키가이샤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초메 4-1

(72) 발명자 타나까치히로

일본나가노켄수와시오와3초메3-5세이코엡슨가부시키가이샤(내)

추유끼타다시

일본나가노켄수와시오와3초메3-5세이코엡슨가부시키가이샤(내)

마추오무추미

일본나가노켄수와시오와3초메3-5세이코엡슨가부시키가이샤(내)

(74) 대리인 이병호

심사관 : 임동재

(54) 액정 표시 장치의 배선 패턴, 액정 표시 장치 및 전자기기

요약

줄무늬 얼룩을 눈에 띄지 않게 하여, 표시 화상의 고품질화를 꾀하는 것으로서,

RGB의 각색에 대응하는 화소 전극(234)은 행방향(도에 있어서 X 방향)으로 반 피치씩 시프트하여 RGB 디지털 배열

을 잡고 있다. 데이터선(212)의 1개는 동일색에 대응하는 화소 전극(234)에 있어서 열방향으로 공용됨과 동시에, 화

소 전극(234)의 4변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각 화소 전극(234)의 기생 용량은 각 화소마다 균등화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액정 표시 장치, 배선 패턴, 전자기기, 화소, 화상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전기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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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동실시예에 있어서의 배선 패턴을 도시한 평면도.

도 3은 동배선 패턴의 일부를 부분 확대한 평면도.

도 4는 도 3의 A-A'선으로 절단한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배선 패턴을 도시한평면도.

도 6은 동배선 패턴의 일부를 도시한 평면도.

도 7은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를 적용한 전자기기의 일례인 퍼스널 컴퓨터의 구성을 도시한 사시도.

도 8은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를 적용한 전자기기의 일례인 페이져의 구성을 도시한 분해 사시도.

도 9는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를 적용한 전자기기의 일례인 휴대전화의 구성을 도시한 사시도.

도 10a 내지 도 10d는 각각 일반적인 컬러 필터의 배열을 도시한 도면.

도 11a 및 도 11b는 각각 RGB 디지털 배열에 있어서의 각 화소에 대한 라인을 두른 배선 패턴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RGB 디지털 배열에 있어서의 각 화소에 대한 라인을 두른 배선 패턴을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액정 패널 116…… 화소

118…… 액정층 212…… 데이터선

220…… TFD 소자 222…… 제 1 금속막

224…… 절연막 226…… 제 2 금속막

234…… 화소 전극 250…… 데이터선 구동 회로

312…… 주사선 350…… 주사선 구동 회로

L1, L 2…… 라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소위 줄무늬 얼룩을 눈에 띄지 않게 한 액정 표시 장치의 배선 패턴, 액정 표시 장치 및 이 액정 표시 장치

를 사용한 전자기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의 컬러 액정 표시 장치는 복수의 화소 전극이나, 이들의 화소 전극의 각각에 비선

형(스위칭) 소자 등이 형성된 소자 기판과, 화소 전극과 대향하는 대향 전극이나, 컬러 필터 등이 형성된 대향 기판과,

이 들 양기판과의 사이에 충전된 액정으로 구성되어, 각 화소가 R(read), G(green), B(blue)의 3 원색 중 어느 하나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주사선에 선택 신호가 인가되면, 스위칭 소자가 도통상태가 된다. 이 도통 상태일 때에, 데이터

선에 데이터 신호가 인가되면, 화소 전극, 대향 전극 및 양전극간의 액정으로 이루어지는 액정층에 소정의 전하가 축

적된다. 전하 축적 후, 해당 스위칭 소자를 오프 상태로 하여도, 액정층의 저항이 충분히 높으면, 해당 액정층에 있어

서의 전하의 축적이 유지된다. 이와 같이, 각 스위칭 소자를 구동하여 축적시키는 전하 량을 제어하면, 화소마다 액정

의 배향 상태가 변화하여, 소정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 각 액정층마다 전하를 축적시키는 것은 일

부의 기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주사선을 시분할로 선택함으로써, 주사선 및 데이터선을 복수의 화소에 대해서 공통

화한 시분할 멀티플렉스 구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비선형 소자로서는 박막 트랜지스터(TFT: Thin Film Transistor) 등의 3단자형 비선형 소자와, 박막 다이오

드(TFD: Thin Film Diode) 등의 2단자형 비선형 소자로 크게 구별되지만, 후자의 2 단자형 비선형 소자쪽이, 배선의

교차부분이 없기 때문에 배선간의 단락 불량이 원리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점, 또한, 성막 공정 및 포토리소그라피 공

정을 단축할 수 있는 점에서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비선형 소자로서 2 단자형 비선형 소자를 채용하면, 이 2 단

자형 비선형 소자에 대해서는 주사선, 데이터선 어느 측에 접속하여도 되지만, 여기서는 데이터선에 접속되는 구성을

생각하기로 한다.

한편,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의 컬러 필터의 배열은 일반적으로는 도 10a 내지 도 10d에 도시된 것이 공지되어 있

다. 이 중, 동 도 10a에 도시된 배열은 RGB 스트라이프 배열 또는 트리오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문자나 직선 등을 

표시하는 컴퓨터용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배열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도 10b 내지 도 10d에 도시된 배열과 비교하면

, 실질적인 해상도는 그 정도로 높지 않다.

다음에, 동 도 10b에 도시된 배열은 RGGB 모자이크 배열이라고 하고, 시감도가 높은 G 화소수를 보다 많이 갖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해상도가 높다고 하지만, 주관 평가 실험에서는 반드시 평가가 높지 않다. 또한, 이 RGGB 모자이

크 배열에서는 B, R 화소수가 적기 때문에, 시인 거리가 짧으면, 화상의 껄끄러운감이 눈에 띄는 결점이 있다.

또한, 동 도 10c에 도시된 배열은 RGB 모자이크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배열에서는 우측 상승의 사선과 좌측 상

승 사선에 표시 품질의 차가 생기기 때문에, 화상 전체에 사선형 노이즈가 나타나고, 특히, 화면의 화소수가 적은 경우

에 현저하게 된다.

그리고, 동 도 10d에 도시된 배열은 RGB 디지털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수평 해상도는 모자이크 배열의 1.5배

로 되어 있다. 또한, 이 RGB 디지털 배열은 화상의 윤곽 등에 어지러움이 있게 되지만, 주관 평가 실험에서는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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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가 높고, 컬러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해서 고세밀화·고화질화를 꾀할 때에 적합한 배열로 된다. 그래서, 이후

에 대해서는 이 RGB 디지털 배열을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그런데, 컬러 필터의 배열을 RGB 디지털 배열로 하는 경우, 이들 화소의 기초가 되는 화소 전극에 접속되는 도통 라

인(데이터선 또는 주사선의 한쪽을 말하고, 이하, 단지 라인이라 한다)의 배선 패턴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면, 이 배선 

패턴은 우선, 도 11a 또는 도 1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1개의 라인에 대해서, RGB의 3색 중, 2색을 공용하는 방식이 

고려된다. 즉, 라인①(①')은 RG들, 라인②(②')는 GB를, 라인③(③')은 BR을, 각각 공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

식에서는 RGB의 각색에 대하여 보색 관계에 있는 C(cyan), M(magenta), Y(yellow)의 헤더 패턴을 표시하는 경우, 

즉,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동일색을 표시할 때에, 소위 줄무늬 얼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 줄무늬 얼룩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시안을 표시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검토한다. 또, 여기서는 전압 무인가 상태에

서 백(오프)를 표시하는 노멀리 화이트 모드의 액정 표시 장치로 하여 설명한다. 우선, 시안을 표시하는 경우, R 화소

에 대해서는 흑(on), G 및 B 화소에 대해서는 백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R 화소에 대해서만 기입할 필요가 있다. 여

기서, 짝수행에 있어서의 G 화소는 라인①(①')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G 화소의 전위는 R 화소에 대한 기입 시

의 전위로 끌어들이는 한편, 홀수행에 있어서의 G 화소는 라인②(②')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G 화소의 전위는 R

화소에 대한 기입 시의 전위와는 거의 무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홀수행에 있어서의 B 화소는 라인③(③')에 접속되

어 있기 때문에, 그 B 화소의 전위는 R 화소에 대한 기입 시의 전위에 끌어들이는 한편, 짝수행에 있어서의 B 화소는 

라인②(②')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B 화소의 전위는 R 화소에 대한 기입 시의 전위와는 거의 무관하게 된다.

이 결과, 짝수행에 있어서의 G 화소에 인가되는 전압 실효치와 홀수행에 있어서의 G 화소에 인가되는 전압 실효치와

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한, 홀수행에 있어서의 B 화소에 인가되는 전압 실효치와 짝수행에 있어서의 B 화소에 인

가되는 전압 실효치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1행 걸러서 농도의 차가 생기게 된다. 진홍색, 노란색을 표시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며, 홀수행 및 짝수행으로 농도의 차가 생기게 된다.

또한, 이 농도의 차는 견해를 달리하면, 열방향의 줄무늬 얼룩이 된다. 즉, R 화소에 대한 기입의 영향을 받는 B, G 화

소는 화소의 반 피치만 교대로 시프트하여 열방향에 연속하는 한편, R 화소에 대한 기입의 영향을 받지 않은 B, G 화

소는 마찬가지로 반 피치만 교대로 시프트하여 열방향에 연속한다. 이 때문에, 전자의 화소로 이루어지는 열방향의 

시안과, 후자의 화소로 이루어지는 열방향의 시안 시안은 농도에 차가 생기게 되므로, 열방향에 줄무늬 얼룩을 발생

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줄무늬 얼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색의 화소에 대한 기입 시의 전위가 다른 색의 화소의 전위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선 패턴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1개의 라인에 대해서 1

색에 대해서만 단순히 공용하는 방식이 고려된다. 즉, 라인④는 G만을, 라인⑤는 B만을, 라인⑥은 R만을, 각각 공용하

는 방식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렇지만, 이 배선 패턴에 있어서는 RGB의 각색에 있어서 보색의 관계에 있 는 시안, 진홍색, 노란색의 헤더 패턴을 

표시하였을 때에, 현재는 상술한 이유와는 다른 이유로 인해 줄무늬 얼룩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줄무

늬 얼룩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검토한다. 우선, 배선 패턴에 대해서 주목하면, 홀수행의 G 화소에 대해서는 B 화소를 

기입하는 라인⑤에 의해서 「コ」 자모양으로 둘러싸이는 한편, 짝수행의 G 화소에 대해서는 R 화소를 기입하는 라

인⑥에 의해서 마찬가지로「コ」의 자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다. 즉, G 화소에 있어서는 라인⑤에 용량적으로 결합하

는 것과, 라인⑥에 용량적으로 결합하는 것의 2종류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B 화소에 대해서도, 라인④에 용량적으

로 결합하는 것과, 라인⑥에 용량적으로 결합하는 것의 2종류가 존재한다.

여기서, 상술한 경우와 같이, 노멀리 화이트 모드에 있어서 시안을 표시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R 화소에 대해서는 흑,

G 및 B 화소에 대해서는 백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R 화소에 대해서만 기입을 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R 화

소에 대하여 기입을 행하도록, 라인⑥에 기입 전압을 인가하면, 짝수행의 G 화소 및 홀수행의 B 화소는 라인⑥에 의

해서 용량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도가 변동하는 데 반해, 홀수행의 G 화소 및 짝수행의 B 화소는 라인⑥

의 전위와는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그 농도가 변동하지 않는다. 이 결과, 짝수행의 G 화소 및 홀수행의 B 화소에 있

어서의 농도와, 홀수행의 G 화소 및 짝수행의 B 화소에 있어서의 농도과 차가 생겨, 줄무늬 얼룩이 발생하게 된다. 진

홍색, 노란색을 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본 발명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으로 하는 점은 상술한 줄무늬 얼룩을 가능한 한 눈에 띄

지 않게 하여, 표시 화상의 고품질화를 꾀한 액정 표시 장치의 배선 패턴, 액정 표시 장치, 및, 이 액정 표시 장치를 사

용한 전자기기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건의 제 1 발명은, 색을 표시하는 복수의 화소에 각각 대응한 복수의 화소 전극을 가

지고,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이 행 방향 및 열 방향으로 배열되며,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이 각 행마다 화소 피치의 약 

반씩 행 방향으로 시프트하여 배열되어 이루어지는 액정 표시 장치의 배선 패턴으로서, 동일 색에 대응한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에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도통 라인이 설치되고, 상기 도통 라인은 동일 색에 대응한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

각각의 적어도 3변을 따르도록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화소 전극의 기생 용량을 각 화소 전극에 걸쳐 균등화시키기 위해서는 화소 전극의 주변을, 그 화소 전극에 

접속되는 도통 라인으로 둘러싸여 형성하는 것이나, 화소 전극에 있어서, 인접하는 도통 라인에 대향하는 변 이외의 

주변을, 그 화소 전극에 접속되는 도통 라인으로 둘러싸여 형성하는 것 등이 고려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짝수행

의 화소와 홀수행의 화소에 있어서, 어떤 색의 화소에 대한 기입 전위가 다른색의 화소 전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한

, 화소의 농도가 행마다 변동하지도 않기 때문에, 고품위의 화상 표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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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본건의 제 2 발명은, 색을 표시하는 복수의 화소에 각각 대응한 복수의 화소 전극을 가지고,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이 행 방향 및 열 방향으로 배열되며,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이 각 행마다 화소 피치의 약 반씩 행 방향으로 시프

트하여 배열되어 이루어지는 액정 표시 장치의 배선 패턴으로서, 동일 색에 대응한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에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도통 라인이 설치되고, 상기 도통 라인은, 동일 색에 대응한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 각각의 기생 용량이

균등화되도록, 동일 색에 대응한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 각각의 주변을 따르도록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구성에 의한 액정 표시 장치는 상술한 배선 패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품위의 화상 표시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제 2 발명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선은 상기 화소 전극에 대하여, 스위칭 소자를 통해 각각 접속되어 있는 구성

이 바람직하고, 그 스위칭 소자는 도전체/절연체/도전체로 이루어지는 박막 다이오드 소자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

에 의해, 화소 전극과 병렬 축적 용량을 형성하는 것이 곤란한 박막 다이오드 소자를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균일한 

표시 화상을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건의 제 3 발명에 있어서는 행방향으로 배열하는 복수의 주사선과 열방향으로 배열하는 복수의 데이터선과의

교차에 대응하여 형성됨과 동시에, 다른 색을 표시하는 화소에 대응한 화소 전극이, 각 행마다 대략 반피치씩 시프트

하여 배열하는 액정 표시 장치를 구비하는 전자기기로서, 상기 화소 전극에 있어서 열방향에서 공용되는 도통 라인은

동일색에 대응하는 화소 전극에 접속되고, 또한, 상기 화소 전극의 기생 용량이, 각 화소에 걸쳐 균등화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기기로서는 예를 들면, 노트형 퍼스널 컴퓨터나, 페이져, 휴대전화 등의 휴대 정보 단

말기기 등을 들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 1 실시예>
우선,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은 이 액정 표시 장치의 전기적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이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정 패널(100)에는 여러개의 주사선(312)이 행(X)방향으로 연장하

여 형성되고, 또한, 여러개의 데이터선(212)이 열(Y)방향으로 연장하여 형성됨과 동시에, 주사선(312)과 데이터선(21

2)과의 각 교차에 있어서 화소(116)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각 화소(116)는 액정 표시 요소(액정층)(118)와 2 단자형

비선형 소자인 TFD(Thin Film Didode)소자(220)와의 직렬 접속으로 이루어지고, 액정층(118)이 주사선(312) 측에,

TFD 소자(220)가 데이터선(212) 측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또한, 각 주사선(312)은 주사선 구동 회로(350)에 의해 

구동되는 한편, 각 데이터선(212)은 데이터선 구동 회로(250)에 의해 구동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액정 패널(100)은 소자 기판과 대향 기판이 서로 일정한 간극을 유지한 상태에서 첨부됨과 동시에, 이 간극에

액정이 충전·밀봉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액정 패널(100)이 평면적인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2는 액

정 패널(100)이 평면적인 구성, 특히, 주사선(312) 및 데이터선(212)의 배선 패턴을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상기 도면에 있어서 실선으로 도시된 화소 전극(234) 및 TFD 소자(220)는 각각 소자 기판에 형성되는 것이다. 이 중,

화소 전극(234)은 각 화소에 대응하여 RGB 디지털 배열로 되어 있고, TFD 소자(220)를 통해 데이터선(212)에 접속

되어 있다. 한편, 도 2에 있어서 파선으로 도시된 주사선(312)은 대향 기판에 형성되는 것이고, 화소 전극(234)과 대

향하는 전극으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도 1에 있어서의 액정층(118)은 화소 전극(234)과, 이것에 대향하는 전극으로

서 작용하는 주사선(312)과, 양전극간에 삽입된 액정으로 구성되어지게 된다.

또, 대향 기판에 있어서 주사선(312)이 형성되는 영역 중, 화소 전극(234)과의 대향 영역에 있어서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R, G, B 중, 어느 하나의 색에 대응하는 컬러 필터가 형성되어 있다. 또, 그 이외의 영역에는 차광층(블랙 

매트릭스)가 형성되고, 광 누설에 의한 컨트라스트 저하가 방지되지만, 도 2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그런데, 소자 기판에 형성되는 데이터선(212) 중, 어떤 1개의 데이터선(212)에 대해서 주목하면, RGB의 3색 중 1색

으로 공용되어 있는 점에서, 도 12에 도시된 배선 패턴과 공통이다. 단지, 본 실시예에서는 화소 전극(234)의 주변이, 

그 화소 전극(234)에 접속되는 데이터선(212) 자체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어떤 색의 화소 전극(234)은 그것에 인접하

는 데이터선(212)에 대하여, 용량적으로 거의 결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어떤 색에 대응하는 화소에는 홀수행, 짝

수행의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홀수행의 G 화소는 인접하는 데이터선(212)(즉, B 화소에 접속되는 데이터(212))과는 용량적으로 결합하

지 않기 때문에, 그 화소의 농도는 해당 데이터선(212)의 전위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짝수행의 B 

화소는 인접하는 데이터선(212)(즉, G 화소에 접속되는 데이터(212))과는 용량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므로, 그 화소의 

농도는 해당 데이터선(212)의 전위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안을 표시하기 위해서 R 화소에 대해서만 기입을 행하는 경우 일지라도, 짝수행의 G 화소 및 홀수행의 

B 화소에 있어서의 농도와, 홀수행의 G 화소 및 짝수행의 B 화소에 있어서의 농도에 차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종래 기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줄무늬 얼룩의 발생은 방지되어진다. 또, 이것은 진홍색, 노란색을 표

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며, 홀수행 및 짝수행에서 농도의 차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줄무늬 얼룩의 발생이 방

지되어지게 된다.

또, 도 2에 도시된 배선 패턴에서는 화소 전극(234)의 4변이 데이터선(212)자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화소 전극(

234)과 화소 전극(234)과의 사이에서의 TFD 소자(220)의 접속 위치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라도 가능하다. 예를 들

면, 파선으로 나타낸 220c와 같이 반대측에 TFD 소자를 형성하여도 된다.

다음에, 각 화소를 구동하는 TFD 소자(220) 등의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3은 액정 패널(100)에 있어서, 

TFD 소자(220)를 포함하는 수화소분의 레이아웃을 도시하는 평면도이고, 도 4는 그 A-A' 선에 따라 도시하는 단면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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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도면에 있어서, TFD 소자(220)는 제 1 TFD 소자(220a) 및 제 2 TFD 소자(220b)로 이루어지고, 소자 기판(

200)의 표면에 형성된 절연막(201)상에 있어서, 제 1 금속막(222)과, 이 제 1 금속막(222)의 표면에 양극 산화에 의

해서 형성된 절연체인 산화막(224)과, 이 표면에 형성되어 서로 이간한 제 2 금속막(226a, 226b)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 2 금속막(226a)은 그대로 데이터선(212)이 되는 한편, 제 2 금속막(226b)은 화소 전극(234)에 접속되어 있

다.

여기서, 제 1 TFD 소자(220a)는 데이터선(212) 측에서 보면 순차로, 제 2 금 속막(226a)/산화막(224)/제 1 금속막(2

22)으로 되어, 금속(도전체)/절연체/금속(도전체)의 샌드위치 구조를 채용하기 때문에, 정부 쌍방향의 다이오드 스위

칭 특성을 갖게 된다. 한편, 제 2 TFD 소자(220b)는 데이터선(212) 측에서 보면 순서로, 제 1 금속막(222)/산화막(2

24)/제 2 금속막(226b)으로 되어, 제 1 TFD 소자(220a)는 반대의 다이오드 스위칭 특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TFD 

소자(220)는 2개의 다이오드를 서로 역방향으로 직렬 접속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의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전류-전압의 비선형 특성이 정부의 쌍방향에 걸쳐 대칭화되어지게 된다. 또, 이와 같이 비선형 특성

을 엄밀하게 대칭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면, 1개의 TFD 소자만을 사용하여도 된다.

한편, 제 2 금속막(226b)에 접속되는 화소 전극(234)은 투과형으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ITO(Indium Tin Oxide) 등

의 투명성 금속막으로 형성되는 한편, 반사형으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알루미늄이나 은 등의 반사율이 큰 반사성 금

속막으로 형성된다. 또, 화소 전극(234)은 반사형일지라도 ITO 등의 투명성 금속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에는 반사층으로서의 반사성 금속이 형성된 후에, 층간절연막을 통해, 투명성 금속으로 이루어지는 화소 전극(234)이

형성된다. 한편, 반투과·반반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사층을 극히 얇게 형성하여 반투과경으로 하거나, 또는, 

슬릿이 형성되는 구성으로 된다.

또한, 소자 기판(200) 자체는 예를 들면, 석영이나 글래스 등의 절연성을 갖는 것이 사용된다. 또, 투과형으로서 사용

하는 경우에는 투명인 것도 소자 기판(200)의 요건이 되지만, 반사형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명인 것이 요건이 

되지 않는다. 또한, 도 4에 있어서, 소자 기판(200)의 표면에 절연막(201)이 형성되는 이유는 열처리에 의해, 제 1 금

속막(222)이 하지로부터 박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및, 제 1 금속막(222)에 불순물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이다.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연막(201)은 생략 가능하다.

또, TFD 소자(220)는 다이오드 소자로서의 일례이고, 그 외에, 산화아연(ZnO) 배리스터나, MSI(Metal Semi-Insulat

or) 등을 사용한 소자나, 이들의 소자를, 단체, 또는 역방향으로 직렬 접속 또는 병렬 접속한 것 등이 적용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제 1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에 의하면, 각 화소 전극(234)의 4변이, 거기에 접속되는 데이터선(212) 자

체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인접하는 데이터선(212)과의 결합 용량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결과, 줄무늬 얼룩의 발생

을 억제한 고품질화의 화상 표시가 가능해진다.

<제 2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 대해서 설명한다. 상술한 제 1 실시예에 있어서는 화소 전극(

234)의 주변이, 거기에 접속되는 데이터선(212) 자체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인접하는 데이터선(212)에 의한 용량적

인 결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표시 화상의 균일화의 점에서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 행방향에서 인접하는 화소 전극(234) 사이에는 2개의 데이터선(212), 상세하게는 데이터선(

212)에 있어서의 화소 전극(234)을 둘러싼 라인(L1)과, 그것에 인접하는 데이터선(212)으로서의 라 인(L2)이 배치되

는 결과, 패터닝 공정에서 단락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또한, 화소 전극(234)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개구율)이 저하

하여, 화면 전체가 어둡게 되는 점 등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화소 전극(234)의 기생 용량이 균등하게 되도록 한 후에,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단락이나 개구율의 문제점

을 해결한 제 2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 5는 이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의 소자 기판의 레이아웃을 도

시하는 평면도이다. 이 도에 도시된 배선 패턴은 RGB의 각색에 대응하는 화소 전극(234)이 RGB 디지털 배열을 잡고

있는 점에서는 제 1 실시예(도 2참조)와 동일하지만, 화소 전극(234)의 4변의 전부가 데이터선(212)에 의해서 둘러

싸인 것이 아니고, 인접하는 데이터선(212)과 대향하는 변 이외의 3변만「コ」자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는 점에서 제 

1 실시예와 상위하다.

그래서, 이 상위점에 대해서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6은 본 실시예의 액정 패널(100)에 있어서, TFD 

소자(220)를 포함하는 수화소분의 레이아웃을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이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배선 패턴에서는 

화소 전극(234)의 4변을 둘러싼 데이터선(212) 중, 해당 화소 전극(234)에 인접하는 데이터선(212)과 대향하는 라인

(L1)이 삭제되어 있다. 한편, 화소 전극(234)은 도면에 있어서 화살표로 나타낸 바와 같이, 라인(L1)이 있는 부분에까

지 확대되어 있다. 여기서, 행방향에 인접하는 화소 전극(234) 사이에는 데이터선(212)(라인 L2)만이 배치될 뿐이므

로, 패터닝 공정에서의 단락의 가능성은 저하하는 한편, 화소 간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화소 전극(234)의 면적이 확대

되므로, 개구율이 향상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배선 패턴에서는 B 화소 전극(234)의 1변은 R 화소 전극(234)에 접속되는 데이터선(212)과 대향하게

되기 때문에, B 화소의 농도는 인접하는 R 화소에 대한 기입의 영향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G 화소의 농도는 인접

하는 B 화소에 대한 기입의 영향을 받고, 또한, R 화소의 농도는 인접하는 G 화소에 대한 기입의 영향을 받게 된다. 

단지, 그 기입에 의한 영향은 공용되는 열방향의 화소에 있어서, 홀수행, 짝수행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받는다. 예를 들

면, 시안을 표시하기 위해서 R 화소에 대해서만 기입을 행하는 경우, 홀수행 및 짝수행에 있어서의 B 화소에서는 R의

기입에 의한 영향에 의해, 동일하게 농도가 변화한다. 한편, 홀수행 및 짝수행에 있어서의 G 화소는 B의 기입에 의한 

영향을 받지만, 시안 표시의 경우에는 B의 기입이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G 화소의 농도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 때

문에, 농도가 변화한 B 화소와, 농도가 변화하지 않는 G 화소로부터 시안 표시가 행하여지게 되지만, 홀수행 및 짝수

행에서 보면, 농도차가 생기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줄무늬 얼룩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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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소 전극(234)을 둘러싼 데이터선(212)의 3변은 각 화소끼리 비교하면,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홀수행 및 짝수행에 관계없이, 화소 전극(234)의 3변은 둘러싸여 있지만, 데이터선(212)의 두름에 

에 대해서는 홀수행과 짝수행에서는 다르다. 이 때문에, 둘러싸인 3변 중, 일부의 폭이 다르면, 그 다른 폭의 부분이, 

홀수행 및 짝수행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화소 전극(234)의 기생 용량이, 홀수행 및 짝수행에

서 상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제 2 실시예의 액정 표시 장치에 의하면, 각 화소 전극(234)의 3변이, 거기에 접속되는 데이터선(212) 자

체로 둘러싸이는 한편, 남은 1변만이 인접하는 데이터선(212)과 용량적으로 결합하므로, 그 기생 용량이 서로 균등하

게 된다. 따라서, 제 2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 의하면, 패턴의 단락이나 개구율의 저하를 방지한 후에, 표시 

화상의 균일화를 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자기기>
다음에, 상술한 액정 표시 장치를 전자기기에 사용한 예의 몇 개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모빌형 컴퓨터>
우선, 이 액정 표시 장치를, 모빌형 컴퓨터에 적용한 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7은 이 컴퓨터의 구성을 도시하는 정면

도이다. 도면에서, 컴퓨터(1200)는 키보드(1202)를 포함하는 본체부(1204)와, 액정 디스플레이(1206)를 구비하고 

있다. 이 액정 디스플레이(1206)는 먼저 기술한 액정 패널(100)의 배면에 백라이트를 부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

다.

<2: 페이져>
다음에, 이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한 페이져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8은 이 페이져의 구조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이다. 

이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페이져(1300)는 금속 프레임(1302)에 있어서, 액정 패널(100)을, 백라이트(1306a)를 포

함하는 라이트 가이드(1306), 회로 기판(1308), 제 1, 제 2 실드판(1310, 1312)과 동시에 수용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

다. 그리고, 이 구성에 있어서는 액정 패널(100)과 회로 기판(1308)과의 도통이, 소자 기판(200)에 대하여는 필름 테

이프(1314)에 의해, 대향 기판(300)에 대하여는 필름 테이프(1318)에 의해서, 각각 도모되고 있다.

<3: 휴대전화>
또한, 이 액정 표시 장치를, 휴대전화에 적용한 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9는 이 휴대전화의 구성을 도시한 사시도이

다. 도에 있어서, 휴대전화(1400)는 복수의 조작 버튼(1402) 외에, 수화구(1404), 송화구(1406)와 함께, 액정 패널(1

00)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 전기 광학 장치(100)에도, 필요에 따라서 그 배면에 백라이트가 형성된다.

또, 전자기기로서는 도 7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한 이외에도, 액정 텔레비젼이나, 뷰파인더형, 모니터 직시형 비

디오 테이프 레코더, 카 네비게이션 장치,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워드프로세서, 워크스테이션, 텔레비젼 전 화, POS 

단말, 터치 패널을 구비한 기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각종 전자기기에 대하여,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

치가 적용 가능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화소의 농도차에 의한 줄무늬 얼룩이 억제되기 때문에, 표시 화상의 고품질

화를 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색을 표시하는 복수의 화소에 각각 대응한 복수의 화소 전극을 가지고,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이 행 방향 및 열 방향

으로 배열되며,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이 각 행마다 화소 피치의 약 반씩 행 방향으로 시프트하여 배열되어 이루어지

는 액정 표시 장치의 배선 패턴에 있어서,

동일 색에 대응한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에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도통 라인이 설치되고,

상기 도통 라인은 동일 색에 대응한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 각각의 적어도 3변을 따르도록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색을 표시하는 복수의 화소에 각각 대응한 복수의 화소 전극을 가지고,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이 행 방향 및 열 방향

으로 배열되며,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이 각 행마다 화소 피치의 약 반씩 행 방향으로 시프트하여 배열되어 이루어지

는 액정 표시 장치의 배선 패턴에 있어서,

동일 색에 대응한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에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도통 라인이 설치되고,

상기 도통 라인은, 동일 색에 대응한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 각각의 기생 용량이 균등화되도록, 동일 색에 대응한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 각각의 주변을 따르도록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소 전극 각각에 접속되는 스위칭 소자를 구비하며,

상기 도통 라인은 데이터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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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통 라인은 상기 스위칭 소자를 개재시켜 상기 화소 전극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소자는 도전체, 절연체 및 도전체로 이루어지는 박막 다이오드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

치.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기재된 액정 표시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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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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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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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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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등록특허  10-0393957

- 12 -

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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