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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표시영역에 대해서 외형 크기의 소형화가 달성된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제1전극기판
(200)과 제2전극기판(500)이 시일 영역(111)에 배치된 시일부재(113)를 통하여 대향 배치되며, 제1및 제2
전극기판(200), (500)사이에 광변조층(600)을 구비하여 표시영역(103)이 형성되어 이루어진 액정표시장치
(1)에 있어서, 시일 영역(111)에 대응하는 제1전극기판(200)위에는 시일 영역(111)을 따라서 서로 대략 
평행하게 배치된 복수개의 배선(127)을 구비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액정표시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의 개략적인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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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제1도의 어레이기판의 표시영역의 일부의 개략적인 정면도.

제3도는 제1도중 영역(A)의 일부의 개략적인 정면도.

제4도는 제3도중 a-a'선을 따라서 절단한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의 개략적인 단면도.

제5도는 제1도중 영역(B)의 일부의 개략적인 정면도.

제6도는 제5도중 b-b'선을 따라서 절단한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의 개략적인 단면도.

제7도는 이 실시예의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일부의 개략적인 정면도.

제8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제3접속배선의 일부의 개략적인 정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     100 : 액정패널

103 : 표시영역                                  111 : 시일영역

113 : 시일부재                                  115 : 트랜스퍼

200 : 어레이기판                               221 : TFT

500 : 대향기판                                  600 : 네마틱액정

800 : X구동회로부                             900 : Y구동회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한 쌍의 전극기판 사이에 광변조층이 유지되어 이루어진 액정표시장치, 특히 표시영역을 크게 
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에 관한 것이다.

최근 액정표시장치로 대표되는 평면표시장치는 박형, 경량, 저소비전력의 특징을 살려 퍼스널 컴퓨터와 
워드프로세서 등의 표시장치, TV표시장치 또는 투사형 표시장치로서 각종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각 화소전극에 스위치소자로서 3단자 비선형소자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이루어진 액티브매트
릭스 표시장치는 인접한 화소간에 누화가 없는 양호한 표시장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행해지고 있다.

이하에 광투과형의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를 예로 들어 그 구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액티
브매트릭스 액정표시장치는 어레이기판과 대향기판이 시일부재를 통하여 소정의 간격을 갖고 대향배치되
며, 이 사이에 배향막을 통하여 액정조성물로 이루어진 광변조층이 유지되어 구성되어 있다.

어레이기판은 유리기판상에 복수개의 신호선과 복수개의 주사선이 매트릭스형상으로 배치되며, 각 교점 
근방에 스위치소자로서 배치된 박막트랜지스터(이하 TFT라고 약칭한다)를 통하여 ITO(Indium Tin Oxide)
로 이루어진 화소전극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유리기판상에는 주사선과 대략 평행한 보조용량선이 배
치되며, 보조용량선과 화소전극 사이에서 보조용량(cg)이 형성되도록 보조용량선과 화소전극 사이에는 절
연막이 개재되어 있다.

대향기판은 유리기판상에 TFT 및 화소전극주변을 차광하기 위한 매트릭스형상의 차광막이 배치되며, 이 
위에 절연막을 통하여 ITO로 이루어진 대향전극이 배치되어 이루어져 있다. 이 대향전극은 은입자 등의 
도전입자가 수지중에 분산되어 이루어진 트랜스퍼를 통하여 어레이기판측으로 도통된다.

그리고 어레이기판은 FPC(flexible print circuit) 혹은 플랙시블 배선기판상에 구동소자가 배치되어 이
루어진 TAB(Tab Automated Bonding) 등을 통하여 각종 구동전압을 공급하는 구동회로기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거나 혹은 어레이기판상에 직접 구동소자가 탑재되어 구성된다.

그런데 상기한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로 대표되는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장치의 외형치수에 대해서 
표시영역을 크게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A4 크기의 외형치수를 갖는 퍼스널 컴퓨터에 
있어서 보다 큰 표시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정내의 장치외형치수에 대해서 큰 표시영역을 구비한 액
정표시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효표시영역에  대해서  주변영역을  작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특개평 4-178630호공보에는 유효표시영역과 시일영역 사이에 시일영역을 따라서 단차(段差)를 
갖는 시일부재 스토프를 설치하여 시일부재의 유출에 의해 유효표시영역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기
술이 개시되어 있다. 이것에 의하면 유효표시영역과 시일영역의 사이를 작게 할 수 있고, 따라서 장치의 
외형치수에 대해서 표시영역을 크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아직도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상기한 요구에 대하여 시일부재폭을 좁게 하거나 혹은 시일영역 외부의 어레이기판면적 자체를 작게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일부재폭을 좁게 하면 시일부재에 의한 어레이기판과 대향기판의 접착 강도가 저하하고 시일부
재 자체가 기판에서 박리하거나 혹은 시일부재가 어레이기판과 대향기판상에 퇴적된 박막과 함께 박리하
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시일영역 외부의 어레이기판면적 자체를 작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일영역 근방에서 불필요한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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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스크라이브(scribe)하여 제거한 어레이기판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일부재가 외부로 나와 있으
면, 기판을 스크라이브(scribe)할 때에 외부로 나온 시일부재를 따라서 원하지 않는 커트면이 형성되는 
스크라이브(scribe)불량에 의해 제조율의 저하를 초래한다.

본 발명은 상기한 기술과제에 대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표시영역에 대해서 외형치수의 소형화가 달성되
는 액정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시일부재폭이 작고, 시일부재의 박리도 충분히 억제된 액정표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시일부재가 시일영역으로부터 외부로 나오는 것이 억제되며, 이것에 의해 시일영역 외부
의 기판면적이 작게 구성되는 액정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제1전극기판과 제2전극기판이 시일영역에 배치된 시일부재를 통하여 대향배치
되며, 상기 제1및 제2전극기판간에 광변조층을 구비하여 상기 시일영역으로 둘러싸인 표시영역이 형성되
어 이루어진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시일영역에 대응하는 상기 제1전극기판상에는 상기 시일영역을 
따라서 서로 대략적으로 평행한 복수개의 배선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이다.

또한 청구항 7에 기재된 발명은 제1전극기판과 제2전극기판이 시일영역에 배치된 시일부재를 통하여 대향
배치되며, 상기 제1및 제2전극기판간에 광변조층을 구비하여 상기 시일영역으로 둘러싸인 표시영역이 형
성되어 이루어진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기판의 상기 표시영역내에서 상기 시일영역을 통하
여 외부로 도출된 전극배선이 복수개의 가는 선으로 분할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이다.

또한 청구항 10에 기재된 발명은 매트릭스형상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전극으로 이루어진 화소전극영역, 
상기 화소전극영역을 둘러싸는 시일영역 및 상기 시일영역 외부의 주변영역을 포함하는 어레이기판, 상기 
화소전극에 대향하는 대향전극을 구비한 대향기판, 상기 시일영역에 배치된 상기 어레이기판과 상기 대향
기판을 소정 간격을 두고 대향배치되는 시일부재, 상기 어레이기판과 상기 대향기판의 상기 간격에 유지
되는 광변조층, 상기 어레이기판상에 배치된 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 및 상기 어레이기판과 상기 대향기판 
사이에 배치된 상기 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과 상기 대향전극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접속부재를 구비한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접속부재는 어레이기판의 인접 혹은 대향하는 2개의 단변 근방에 각각 배치
되며, 상기 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은 상기 접속부재간을 상기 시일영역에서 배선하여 전기적으로 접속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이다.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에 의하면 시일영역을 따라서 서로 대략적으로 평행하게 배치된 복수개의 배선이 
시일영역에 대응하는 제1기판상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시일부재폭을 좁게 해도 상기한 배선에 기인하는 단
차의 영향에 의해 제1전극기판과 시일부재의 실질적인 접속면적이 증대한다. 이 때문에 시일부재폭을 좁
게 해도 시일부재의 박리가 경감된다. 또한 시일부재는 배선이 존재하는 영역과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 
각각 제1전극기판에 접착하고 있으므로 가령 배선이 다른것과의 접착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배선이 
복수개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시일부재의 박리는 충분히 방지된다.

그리고 시일영역에 배치된 배선을 제2전극기판으로의 구동전압 공급용으로 사용하면 시일부재 외부에 개
별적으로 급전용 배선을 형성할 필요가 없고, 이 때문에 액정표시장치의 외형치수를 보다 소형화할 수 있
다. 또한 이 배선의 적어도 1개를 시일영역과 표시영역 사이에 배치하면 시일부재의 표시영역으로의 확산
을 억제할 수 있고, 표시영역에 대해서 시일영역을 근접하여 배치할 수 있으므로 장치의 외형치수를 보다 
소형화할 수 있다.

접속부재가 시일영역의 외부에 배치되면 이 배선은 복수개의 가는 선으로 분할되어 시일영역을 통하여 접
속부재로 연장된다. 이것에 의해 배선을 따라서 외부로 유출하는 시일부재양을 억제할 수 있고 주변영역
을 소형화해도 기판의 스크라이브(scribe) 불량 등을 발생하는 일이 없다.

상술한 배선은 신호선 혹은 주사선과 동일공정으로 형성하는 것에 의해 제조과정의 증대도 없고 따라서 
종래와 동등한 생산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인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 액정표시장치(1)는 제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각 14인치의 표시영역(103)을 구비한 광투과형의 액티
브매트릭스형 액정패널(100)과 이 액정패널(100)을 구동하기 위한 X구동회로부(800)  및 Y구동회로부(90
0)를 포함한다.

액정패널(100)을 구성하는 어레이기판(200)은 제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리기판(201)상에 640x3개의 신
호선 Xj(i=1,2,3,…,1920)과 480개의 주사선 Yj(j=1,2,3,…,480)이 대략 직교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어레
이기판(200)의 표시영역(103)은 각 신호선 Xi와 각 주사선 Yj의 교점 근방에 각각 TFT(221)를 통하여 배
치된 화소전극(251)을 포함한다. 또한 주사선 Yj에 대하여 대략 평행하며 화소전극(251)과 중복하는 영역
을 갖고 배치되는 보조용량선 Cj를 구비하고, 화소전극(251)과 보조용량선 Cj에 의해서 보조용량(Cs)이 형

성되어 있다.

이 TFT(221)는 주사선 Yj 자체를 게이트전극으로 하고, 이 위에 제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화실리콘과 
질화실리콘이 적층되어 이루어진 절연막(211), 절연막(211)위에 배치된 a-Si : H막을 반도체막(213)으로
서 구비하고 있다. 또한 이 반도체막(213)위에 주사선 Yj에 자기정합되어 이루어진 채널보호막(215)으로
서 질화실리콘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반도체막(213)은 저저항반도체막(217a)으로 배치된 n+형 a-Si : 
H막 및 소스전극(231)을 통하여 각각의 화소전극(251)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또한 반도체막(213)
은 저저항반도체막(217b)으로서 배치된 n+형 a-Si : H막 및 신호선 Xi로부터 연장된 드레인전극(233)을 
통하여 신호선 Xi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TFT(221)위 및 화소전극(251)의 주변에는 질화실
리콘으로 이루어진 소자보호막(241)이 배치되어 어레이기판(200)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액정패널(100)을  구성하는 대향기판(500)은  유리기판(501)위에 TFT(221),  화소전극(251)과  신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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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및  화소전극(251)과  주사선  Yj  사이를  차광하기 위한  크롬(Cr)으로  이루어진 차광막(511), 차광막
(511) 사이에 배치된 R, G, B 칼라필터부(521), 차광막(511)과 칼라필터부(521)위에 배치된 필터보호막
(531) 및 필터보호막(531)위에 배치된 ITO로 이루어진 대향전극(541)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본 실시예의 액정패널(100)은 상술한 어레이기판(200)과 대향기판(500)이 제1도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각각의 시일영역(111)에 배치된 시일부재(113)(제4도 참조)에 의해서 5미크론의 간격을 갖고 대향배치
되며, 이 시일영역(111)내의 간격에 제4도에 나타낸바와 같이 광변조층으로서 네마틱(nematic) 액정(60
0)이 배향막(281,581)을 통하여 유지되어 구성된다. 또한 어레이기판(200)과 대향기판(500)의 바깥표면의 
각각에는 한쌍의 편광판(291,591)이 배치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액정패널(100)에서는 신호선 Xi 및 주사선 Yj는 장치의 외형치수의 소형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신호선 Xi는 어레이기판(200)의 제1장변(201a)측으로만 인출되고, 또한 각 
주사선 Yj는 어레이기판(200)의 제1단변(201c)측으로만 인출되어 있다. 따라서,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각 신호선 Xi는 제1장변(201a)을 따라서 배열된 신호선패드(761,762,763,764)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도시하지 않지만 각 주사선 Yj는 어레이기판(200)의 제1단변(201c)을 따라서 배열된 주사선패드에 전기적
으로 접속된다.

각 신호선패드(761,762,763,764)는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자보호막(241)에 형성된 슬릿형상의 개구
(243)를 통하여 노출되고, 제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8개의 X-TAB(711,712,…,718)을 통하여 X-구동회로
기판(811)에 접속되어 있다. 신호선패드(761,762,763,764)와 각 X-TAB(711,712,…,718)의 출력리드(821)
는 제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방성 도전막(881)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되며, X-구동회로기판(811)과 
각 X-TAB(711,712,…,718)의 입력리드(831)는 납땜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각 주사선패드도 
4개의 Y-TAB(721,…,724)를 통하여 Y-구동회로기판(911)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하지 않지만 
주사선패드와 각 Y-TAB(721,722,723,…,724)의 출력리드는 이방성 도전막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각 Y-TAB(721,…,724)의 입력리드와 Y구동회로기판(911)은 납땜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런데 대향전극(541)은 ITO로 구성되기 때문에 비교적 고저항이다. 또한 대향전극(541)에서는 신호전압 
등의 각종 구동전압의 진폭을 작게 하기 때문에 1프레임 기간마다 기준전위에 대하여 극성이 반전되는 대
향전극전압을 공급하고, 또한 1 혹은 복수의 수평주사기간마다 기준전위에 대하여 극성이 반전되는 대향
전극전압을 공급하는 일이 있다. 이 때문에 대향전극(541)에는 복수개의 위치로부터 대향전극전압을 급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 어레이기판(200)의 시일영역(111) 외부의 주변영역에는 제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어레이기판(200)의  제1장변(201a)을  따라서  배치된  4개의  급전패드(731,732,733,734)  및 제1장변
(201a)에 상대하는 제2장변(201b)을 따라서 배치된 4개의 급전패드(735,736,737,738)가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4개의 급전패드(731, 732, 733, 734)는 소자보호막(241)에 형성된 개구(245)(제3도참조)에 의해서 
노출되고, 또 4개의 급전패드는 소자보호막(241)에 형성된 개구(245)(제5도 참조)에 의해서 노출되어 있
다.

또한  대향기판(501)의  대향전극(541)은  각  급전패드(731,…,738)에  대응하는 접속돌출부(741,742,…,74
8)를 구비하고, 이 대향전극(541)의 접속돌출부(741,…,748)와 급전패드(731,…,738)가 시일영역(111)의 
외부에 있어서 수지중에 은입자가 분산되어 이루어진 트랜스퍼(115)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접속돌출부(741,…,748)와 급전패드(731,…,738)를 시일영역(111)  외부의 주변영역에 배치된 
트랜스퍼(115)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했지만, 트랜스퍼(115)는 시일영역(111) 중 혹은 시일영역(111) 내
부에 배치되어도 상관없다.

어레이기판(200)의 제1장변(201a)측에는 X-TAB(711,712,…,718)이 배치되기 때문에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를  들면  급전패드(731)는  X-TAB(711)의  최외단의  입력리드(821a)에서,  급전패드(732)는 X-
TAB(713)의 최외단의 입력리드(도시하지 않음)에서, 급전패드(733)는 X-TAB(716)의 최외단의 입력리드(도
시하지 않음)에서, 또한 급전패드(734)는 X-TAB(718)의 최외단의 입력리드(도시하지 않음)에서 각각 대향
전극전압이 공급되도록 급전패드(731,…,734)의 각각은 신호선(761)에 인접하는 공통패드(751)에 제1접속
배선(121-1,121-2,121-3,121-4)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어레이기판(200)의 제2장변(201b)측에는 X-TAB(711,…,718)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
는 제2장변(201b)을 따라서 배치된 4개의 급전패드(735,…,738)에는 다음과 같이 대향전극전압을 공급하
고 있다.

즉 제1접속배선(121-1)은 시일영역(111) 외부로부터 각각의 배선폭이 20미크론, 배선 사이가 20미크론인 
5개의  제2접속배선(123-1)으로  분할되어  시일영역(111)  내부의  중계영역(125)으로  인도된다. 중계영역
(125)에서 다시 각각의 배선폭이 20미크론, 배선 사이가 20미크론인 6개의 제3접속배선(127)으로 분할되
고,  시일영역(111)중에 배선된다.  상세하게는 제3접속배선(127)내,  4개의 제3접속배선(127)은 시일영역
(111)  중을 어레이기판(200)의 제2단변(201d),  제2장변(201b),  다시 제1단변(201c)을 따라서 배선되고, 
다시 5개의 제2접속배선(123-4)을 통하여 시일영역(111)의 외부로 인도되어 제1접속배선(121-4)과 전기적
으로  접속된다.  또한  제3접속배선(127)의  다른  2개는  시일영역(111)과  표시영역(103)사이를 제2단변
(201d), 제2장변(201b), 다시 제1단변(201c)을 따라서 배선되며, 제2접속배선(123-4)을 통하여 시일영역
(111) 외부로 인도되어 제1접속배선(121-4)과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따라서, 급전패드(735) 내지 급전패드(738)는 상술한 제3접속배선(127)에 전기적으로 접속됨으로써 대향
전극전압이 공급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실시예의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1)에 의하면 신호선(Xi) 및 주사선(Yi)은 
각각 어레이기판(200)의 제1장변(201a)  및 제1단변(201c)으로만 인출되어 있기 때문에 X-TAB(711,…,71
8)과 Y-TAB(721,…,724)의 접속 영역은 어레이기판(200)의 각각의 제1장변(201a)  및 제1단변(201c)에만 
설치하면  좋다.  또한,  X-TAB(711,…,718)과  Y-TAB(721,…,724)도  어레이기판(200)의  각각의 제1장변
(201a) 및 제1단변(201c)에만 설치하면 좋다. 이 때문에 표시영역(3)에 대해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
장치(1)의 외형 크기의 소형화가 달성된다. 또한, X-TAB(711,…,718) 등의 X구동회로(800)를 어레이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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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의 제1장변(201a)측에, 또 Y-TAB(721,…,724) 등의 Y구동회로부(900)를 어레이기판(200)의 제1단변
(201c)측에 직적 탑재하거나 또는 일체로 형성해도 상관없다.

또한, X-TAB(711,…,718)은 어레이기판(200)의 제1장변(201a)에, Y-TAB(721,…,724)은 어레이기판(200)의 
제1단변(201c)에만 배치함에도 불구하고, 대향전극(541)에는 각각 상대(相對)하는 제1장변(201a) 및 제2
장변(201b)측에 배치되는 급전패드(731,…,738)를 통하여 대향전극전압이 급전되기 때문에 대향전극전압
으로서 1 프레임 기간과 1 또는 복수의 수평주사기간마다 기준 전압에 대하여 극성이 반전되는 다양한 값
의 구동전압을 이용해도 대향전극(541)에는 충분한 전압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시불량이 생기는 
일이 없다. 또한, X-TAB(711,…,718)과 Y-TAB(721,…,724)이 배치되지 않는 어레이기판(200)의 제2장변
(201b)측에 배치되는 급전패드(734,…,738)에는 주로 시일영역(111)에 배치되는 제3접속배선(127)에 의해
서 X-TAB(711,718)으로부터 대향전극전압이 급전되기 때문에 이 배선을 따르는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
시장치(1)의 외형 크기의 증대도 없다.

또한, 제3접속배선(127)은 시일영역(111)을 따라서 서로 대략 평행하게 배치되는 복수개의 배선을 구비하
고 있기 때문에 시일영역(111)의 폭이 좁아도 시일부재(113)와 어레이기판(200)의 실효적인 접촉 면적이 
증대하기 때문에 시일부재(113)가 어레이기판(200)으로부터 박리하는 것이 경감된다.

또한, 시일영역(111)의 제3접속배선(127)은 복수개의 배선을 구비하고 있어 배선사이에서는 소자 보호막
(241)과 절연막(211)이 서로 견고하게 접속되기 때문에 제3접속배선(127)이 시일부재(113)와 함께 절연막
(211)으로부터 박리하는 일도 없다. 또한, 시일부재(113)의 접착성에 의거한 재료 선택의 자유도를 늘릴 
수 있다. 여기서는 시일부재(113)가 배치되는 시일영역(111)을 1.5mm으로 했지만 시일부재(113)가 박리하
는 일은 없었다. 이 실시예에서는 시일영역(111)속에 제3접속배선(127)내의 4개를 배치했지만 3개 이상이
면 충분히 효과적이다.

이 실시예에서는 제3접속배선(127)을 서로 독립된 6개의 가느다란 선으로 했지만 제8도에 도시한 바와 같
이 부분적으로 접속된 복수개의 배선, 바꿔말하면, 한 배선(127)내에 복수의 개구(131)가 형성된 것이라
도 상관없다.

또한,  이  실시예에서는 제3접속배선(127)을  구성하는 가느다란 선의 일부는 표시영역(103)과 시일영역
(111)  사이에도 배치되어 시일부재(113)가 표시영역(103)으로 유출하는 것도 방지하기 때문에 표시영역
(103)과 시일영역(111)을 근접시킬 수 있고, 따라서 외형 크기에 대해 표시영역(103)을 넓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실시예의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1)에  의하면,  제1접속배선(121-1)  및 제4접속배선
(121-4)은 시일영역(111) 외부에서 5개의 제2접속배선(123-1, 123-4)으로 분할되어시일영역(111) 내부로 
인도되며, 또한 6개의 제3접속배선(127)은 시일영역(111)을 통하여 각 급전패드(735, …738)에 인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시일영역(111)을 통하여 시일영역(111) 외부로 연장된 각 전극이 복수개의 가느다란 선
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저저항화를 유지하면서 전극을 통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시일부재(113)의 양을 억제
할 수 있다. 더욱 상세하게는 제7a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제2접속배선(123-1)이 1개의 두꺼운 
선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시일영역(111)으로부터 제2접속배선(123-1)을  따라서 어레이기판(200)  단부로 
시일부재(113)가 크게 유출되어 접속 불량과 어레이기판(200)의 스크라이브를 할 때 기판의 또는 결함 등
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 실시예에서는 제7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2접속배선(123-1)이 5개의 가느다
란 선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제2접속배선(123-1)을 따라서 어레이기판(200)단부에 유출되는 시일부재(11
3)의 양은 충분히 억제되며, 따라서 접속 불량과 어레이기판(200)의 스크라이브를 할 때 기판의 또는 결
함 등을 방지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대향전극전압을 급전하기 위해 시일영역(111)을 통하여 시일영역
(111) 외부로 연장된 배선을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이 외에도 보조용량선(Cj)에 보조용량전압을 공급하는 
배선도 신호선(Xi)과 주사선(Yj)에 비해서 배선폭이 크고, 시일부재(113)의 유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수의 가느다란 선으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의 배선폭은 시일부재(113)
의 점성등에도 의존하지만 30미크론 이하, 다시 20미크론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각 급전패드(731,…,738), 공통패드(751), 제1접속배선(121-1,…,121-4), 중계 영역(125), 제2접속
배선(123-1,123-4), 제3접속배선(127)은 신호선(Xi)과 동일 공정으로 알루미늄(Al)에 의해 구성하면, 제
조공정이 증가하지도 않고, 이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하는 일이 없다.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X-TAB(711,713,716,718)으로부터만 각각의 급전패드(731,…,738)에 대향전극전압을 
공급하는 구성을 채용하였지만, Y-TAB(721,…,724)으로부터도 함께 대향전극전압을 공급해도 좋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시일영역(111)의 3변을 따라 제3접속배선(127)을 배치하였지만, 적어도 한 변
에 배치하여도 본 발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액정패널(100)을 X-TAB(711,…,718) 또는 Y-TAB(721,…,724)와 접속하여 구성
하였지만, 어레이기판(200)상에 구동소자를 직접 탑재하여 구성해도 좋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본 발명에 의하면, 표시영역에 대하여 외형치수의 소형화가 달성되는 액정표시 장치가 얻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신호선 및 주사선과, 상기 신호선 및 주사선에 접속되는 스위치소자와, 상기 스위치소자에 접속
되는 화소전극을 구비하는 제1전극기판, 상기 제1전극기판의 상기 화소전극에 대향하는 대향전극을 구비
하는 제2전극기판, 상기 제1및 제2전극기판을 시일영역에 배치하여 소정 간격을 두고 유지하는 시일부재 
및 상기 제1및 제2전극기판 사이에 배치되는 광변조층을 구비하여 표시영역이 형성되어 이루어진 액정표
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기판은 상기 시일영역의 전 둘레를 따른 링 형상으로 서로 대략 평행하게 
배치되는 복수개의 배선을 포함하고, 상기 대향전극은 상기 복수의 배선과, 상기 제1및 제2전극기판 사이
에 배치되는 복수의 접속부재를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대향전극전압이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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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중 적어도 1개는 상기 시일영역과 상기 표시영역 사이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부재는 상기 시일영역 바깥쪽의 상기 제1전극기판과 상기 제2전극기판 사이에 
배치되며, 상기 배선은 상기 시일영역을 통하여 상기 접속부재로 연장된 연재(延在) 배선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연재 배선은 복수개의 가느다란 선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
시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은 상기 신호선 또는 상기 주사선과 동일 공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6 

제1전극기판과 제2전극기판이 시일영역에 배치된 시일부재를 통하여 대향 배치되며, 상기 제1및 제2전기
극판사이에 광변조층을 구비하여 상기 시일영역으로 둘러싸인 표시영역이 형성되어 이루어진 액정표시장
치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기판의 상기 표시영역내로부터 상기 시일영역을 통하여 바깥쪽으로 도출되는 
전극배선이 복수개의 가느다란 선으로 분할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배선과 상기 제2전극기판은 상기 제1전극기판과 상기 제2전극기판사이에 배치
된 접속부재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접속되며, 상기 제2전극기판에는 상기 복수개의 배선으로부터 구동 전
압이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극기판은 신호선 및 주사선, 상기 신호선 및 상기 주사선에 접속되는 스위치
소자, 상기 스위치소자에 접속되는 화소전극 및 상기 화소전극과 절연막을 통하여 대향 배치되는 보조용
량선을 포함하며, 상기 전극 배선은 상기 보조 용량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
시장치.

청구항 9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전극으로 이루어진 화소전극영역, 상기 화소전극 영역을 둘러싸는 
시일영역 및 상기 시일영역 바깥쪽의 주변영역을 포함하는 어레이기판, 상기 화소전극에 대향하는 대향전
극을 구비한 대향기판, 상기 시일영역에 배치되어 상기 어레이기판과 상기 대향기판을 소정 간격을 두고 
대향 배치하는 시일부재, 상기 어레이기판과 상기 대향기판의 상기 간격에 유지되는 광변조층, 상기 어레
이기판상에 배치된 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 및 상기 어레이기판과 상기 대향기판의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과 상기 대향전극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접속부재를 구비한 액정표시장치에 있어

서, 상기 접속부재는 상기 어레이기판의 인접 또는 대향하는 2개의 단변( ) 근방에 각각 배치되며, 
상기 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은 상기 접속부재 사이를 상기 시일영역에서 배선하여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은 복수개의 가느다란 선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가느다란 선중 적어도 1개는 상기 시일영역과 상기 화소전극영역 사이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기판은 신호선 및 주사선, 상기 신호선 및 상기 주사선에 접속되는 스위치소
자 및 상기 스위치소자에 접속되는 화소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선은 상기 어레이기판의 제1단변측으로만 인출되며, 상기 주사선은 상기 어레
이기판의 상기 제1단변에 인접하는 제2단변으로만 인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한 접속부재는 상기 어레이기판의 상기 제1단변측에 배치되며, 다른 접속부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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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어레이기판의 상기 제1단변에 대항하는 제3단변측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
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한 접속부재는 상기 어레이기판의 상기 제1단변측의 상기 주변영역에 배치되고, 
다른 접속부재는 상기 어레이기판의 상기 제3단변측의 상기 주변영역에 배치되며, 상기 대향전극전압 공
급배선은 상기 시일영역으로부터 상기 주변영역의 상기 한 접속부재 및 다른 접속부재로 연장되는 연재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의 상기 연재부는 복수개의 가느다란 선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한 접속부재는 상기 어레이기판의 상기 제1단변측에 배치되며, 다른 접속부재는 
상기 어레이기판의 상기 제1단변에 인접하는 상기 제2단변측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
시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한 접속부재는 상기 어레이기판의 상기 제1단변측의 상기 주변영역에 배치되고, 
다른 접속부재는 상기 어레이기판의 상기 제2단변측의 상기 주변영역에 배치되며, 상기 대향전극전압 공
급배선은 상기 시일영역으로부터 상기 주변영역의 상기 한 접속부재 및 다른 접속부재로 연장되는 연재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의 상기 연재부는 복수개의 가느다란 선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0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한 접속부재는 상기 어레이기판의 상기 제2단변측에 배치되며, 다른 접속부재는 
상기 어레이기판의 상기 제2단변에 대향하는 제4단변측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
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한 접속부재는 상기 어레이기판의 상기 제2단변측의 상기 주변영역에 배치되고, 
다른 접속부재는 상기 어레이기판의 상기 제4단변측의 상기 주변영역에 배치되며, 상기 대향전극전압 공
급배선은 상기 시일영역으로부터 상기 주변영역의 상기 한 접속부재 및 다른 접속부재로 연장되는 연재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의 상기 연재부는 복수의 가느다란 선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3 

서로 거의 직교하는 복수개의 신호선 및 주사선과, 상기 신호선 및 상기 주사선의 교점 근방에 스위치 소
자를 통하여 매트릭스형상으로 배치된 복수의 화소전극으로 이루어진 화소전극영역, 상기 화소전극영역을 
둘러싸는 시일 영역 및 상기 시일영역 바깥쪽의 주변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신호선은 제1단변에 인접하는 
상기 주변영역으로 연장되고, 상기 주사선은 상기 제1단변에 인접하는 제2단변으로 연장되는 어레이기판, 
상기 화소전극에 대향하는 대향전극을 구비한 대향기판, 상기 시일영역에 배치되어 상기 어레이기판과 상
기 대향기판을 소정 간격을 두고 대향배치하는 시일부재, 상기 제1단변을 따른 상기 시일영역에 배치되는 
제1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 상기 제2단변을 따른 상기 시일영역에 배치되는 제2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 
상기 제1단변에 대향하는 제3단변을 따른 상기 시일영역에 배치되어 상기 제2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과 전
기적으로 접속하는 제3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 및 상기 제2단변에 대향하는 제4단변을 따른 상기 시일영역
에 배치되어 제1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제4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을 포함하는 대
향전극전압 공급배선, 상기 제1및 제4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과 상기 대향전극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제1
접속부재와, 상기 제2및 제3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과 상기 대향전극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제2접속부재
를 포함하는 접속부재, 상기 제1단변을 따라 배치되어 상기 신호선에 접속되는 신호선 구동수단 및 상기 
제2단변을 따라 배치되어 상기 주사선에 접속되는 주사선 구동수단을 구비하는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신호선 구동수단은 상기 제1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에 대향전극전압을 공급함과 동시에, 상기 주사선 
구동수단은 상기 제2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에 대향전극전압을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선 및 주사선 구동회로는 플렉시블 배선기판상에 구동소자가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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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선은 상기 제1단변에 인접하는 상기 주변영역으로 연장되어 신호선 패드에 접
속함과 동시에, 상기 제1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은 상기 제1단변에 인접하는 상기 주변영역으로 연장되어 
상기 신호선 패드에 인접하여 배치되는 급전패드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선은 상기 제2단변에 인접하는 상기 주변영역으로 연장되어 주사선패드에 접
속함과 동시에, 상기 제2대향전극전압 공급배선은 상기 제2단변에 인접하는 상기 주변영역으로 연장되어 
상기 주사선 패드에 인접하여 배치되는 급전패드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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