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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전기 광학 소자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전기 광학 소자를 설명한 단면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전기 광학 소자의 각축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제3도는 종래 기술의 원리를 가단하게 설명한 도면.

제4도, 제8도, 제1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α, △n(590)d와 T와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제5도, 제9도, 제13도 내지 제16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α와 Tmin과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제6도, 제10도는 스팩트럼의 비교도.

제7도, 제1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스팩트럼도.

제17도,  제18도는  A셀의  비틀림  각을  바꿨을  때의  최적의  전기  광학  소자로  되는  α,  △n(590)d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19도, 제21도는 본 발명의 색도도.

제20도, 제22도는 비교예의 색도도.

제23도, 제24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와 비교예의 전압·투과율 특성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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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도는 본 발명의 반사형의 전기 광학 소자를 설명한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A셀                         3 : B셀

13 : 투명 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전기 광학 소자, 더 자세하게는 전계효과형 액정의 전기 광학 소자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종래의  초  비틀림  네마틱(super  twisted  nematic)(이하  STN이라  한다)  모드를  이용한  전기  광학 소
자는  파장에  대한  투과율  특성이  평탄하지  않고,  그  때문에,  황색이나  녹생의  착색을  피할  수 없었
다.  그래서,  표시용  STN  액정  패널의  복굴절로  발생한  착색을  색소거용의  광학이방체(보상  셀)를 통
과시킴으로서  보상하고,  착색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고려된다.  이  원리를  상세히  기술한다. 
제3도는  종래의  STN을  이용한  전기  광학  소자에  다시  보상  셀을  구비한  전기  광학  소자이다.  (1)은 
검광자(출사측의  편광판)이며,  그  편광축은  방향(19),  (2)는  보상  셀,  (3)은  표시  셀로서   STN 모드
를  이용한  전기  광학  소자이고,  (4)는  편광자(입사측의  편광판)이며  그  편광축은  방향(18)이다. 입
사광(백색; 25)에는 편광은 없고 진행 방향의 직각 방향(251)의 모두에 대해서 균일하다.

이것이 편광자(4)를 통과하면 각 파장의 빛(예컨대 청; 261, 녹; 262, 적; 263)도 직선편광
(261,262,263)이  되며  그  편광  방향은  방향(18)과  같은  방향이  된다.  그리고,  직선편광(26)이  표시 
셀(3)을  지날  때,  표시  셀(3)에는  복굴절성이  있으므로  직선  편광(261,262,263)은  어느것이나  모두 
타원편광(271,272,273)으로  변하며  타원편광의  상태는  파장(색)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타원편광
(27)이  그대로  검광자(1)을  지난다고  하면  파장(색)에  의해서  투과  광량에  차가  생기며 투과광(29)
은  착색되어  보이게  된다.  이와같은  착색의  발생을  없애기  위해  타원편광(27)을  보상  셀(2)에 통과
시킴으로서  각  파장에  대해  원래의  직선편광(281,282,283)으로  되돌릴  수  있다.  검광자(1)의  편광 
방향(19)이  직선편광(28)의  편광  방향(281,282,283)과  서로  직교되어  있으면  빛은  거의  통과하지 않
으며, 즉 흑색 표시가 얻어지게 된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상기 종래의 전기 광학 소자에 있어서 착색이 없는 완전한 흑백 표시를 얻기 위해서는 보상 셀은 표
시 셀과 같은 액정 재료,  같은 층두께(셀  갭),  같은 비틀림 각(비틀림 배향각이 동일하며 또한 비틀
림  방향이  역방향)인  액정이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액정  재료의  굴절율  이방성  △n과  층두께 d
의 곱인 복굴절의 광경로 길이 △nd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 액정 재료인 경우(△n가 
동등하다)는 층두께 d가 동일해야 된다.

한편,  표시  셀에  사용되는  액정은  양호한  응답  스피드  성능  및  양호한  온도  특성의  요구로  고가의 
첨가제등의  첨가로  액정  재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문에  재료비의  상승,  제조  공정의 복잡
화,  제조  시간의  증대  등을  초래하며  표시  셀의  액정  재료의  원가는  높다.  상기  종래의  전기  광학 
소자에  있어선  보상  셀의  액정을  표시  셀의  액정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므로  재료  원가가  상승될  뿐 
아니라 보상 셀과 표시 셀의 각  층두께(d)를  같게 하기 위한 제조 공정이 불가결하다는 결점을 가지
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종래의  결점을  해소하고,  보상  셀의  액정  재료의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시  셀 
갭  조정에  관계하는  공정을  간소화할  수  있고  또한,  착색이  없는  흑백  표시가  가능한  전기  광학 소
자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은 액정층과 이  액정층의 적어도 일부에 전압을 인가하는 수단을 가지는 액정 셀과 적어도 1
층의  광학적  이방체를  갖추며,  상기  액정  셀과  상기  광학적  이방체의  굴절율  분산  α,  굴절율 이방
성 △n, 층두께 d중 적어도 하나가 다르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소자이다.

액정  재료는  굴절율  이방성  △n은  일반적으로  파장  λ(nm)에  대해  의존성이  있으며,  그  특성은 일반
적으로는  파장  λ에  대해서  부의  경향을  가진다.  파장  λ=450nm  및  λ=590nm에서의  각각의  굴절율 
이방성(이하「△n(450)」,「△n(590)」라고 표시한다)의 비를 굴절율 분산 α

로  정의한다.  α는  액정  재료가  완전히  동일하면  동일하지만  다른  액정  재료로도  동일해지는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전기 광학 소자로선 종래부터 주지인 액정 표시 장치외에 광학 셔터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  쓰이고  있는  액정  조성물은  주지의  배향  처리로  비틀림  배향되는  것뿐  아니라  기판과 
평행으로  배향(비틀려져  있지  않다)하는  것에서도  적용되므로  이하에  말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또한,  비틀림  배향시키는  경우에는  그  비틀림  각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콘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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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나  표시  특성  또는  제조상으로  90°내지  360°가  바람직한  범위이다.  그러나,  90°미만이나 360°
를  넘어서는  비틀림  배향에  있어서도  본  발명이  적용되는  것이다.(이상의  것은  보상  셀과  표시  셀의 
양쪽에 적용된다).

다음에  광학적  이방체의  배치에  관해서는  제1도에선  표시  셀의  위쪽에  배치했으나  표시  셀의 아래쪽
에 배치해도 되며,  표시 셀의 윗쪽 및  아래쪽에 배치해도 된다.  또한,  광학적 이방체를 적층해도 마
찬가지의 효과가 얻어진다.

또,  제1도에선  투과형인  전기  광학  소자를  도시하고  있으나  예컨대  아랫측  편광판(4)의  아래쪽에 종
래부터 주지의 반사판을 설치해서 반사형인 전기 광학 소자로 할 수도 있다.

(실시예)

제1도는  본  발명의  전기  광학  소자의  1실시에의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1)은  상측  편광판, 
(2)는  광학적  이방체(an  optically  anisotropic  substance)로서의  액정  셀(이하  「A셀」이라  한다). 
(3)은  표시를  행하는  액정  셀(이하  「B셀」이라  한다.  (4)는  하측  편광판,  (5)는  A셀의  액정,  (6)은 
B셀의  액정,  (7),(8)은  각각  A셀  2)의  상기판과  하기판,  (9)는  배향막,  (10)은  스페이서(spacer), 
(11),(12)는  각각  B셀(3)의  상기판과  하기판,  (13)은  투명  전극이다.  배향막(9)는  A셀(2)와 B셀(3)
의 각각의 상기판(7),(11)과 각각의 하기판(8),(12)이 대향하는 면상에 형성되며, 각각 러빙
(rubbing)  처리(배향  처리)되어  있다.  A셀(2)과  B셀(3)의  각각의  층두께(셀갭)는  스페이서(10)에 의
해서  일정  간격으로  되며,  스페이서(10)는  상기판(7,11)과  하기판(8,12)에  접착되어  있다.  투명 전
극(13)은  B셀(3)의  상기판(11)과  하기판(12)의  대향하는  면상에  형성되며,  B셀(3)의  배향막(9)은 투
명  전극(13)상에  형성되어  있다.  A셀(2)에  투명  전극이  형성되어  있어도  되지만  본  실시예에선 형성
하지 않았다.

A셀(2)의 액정(5)은 페닐시크로헥산계(phenyl cyclohexane species) 또는 비페닐계(biphenyl 
species)의  액정  조성물에  BDH  사제품  CB-15가  적량  첨가되며,  우  비틀림(A셀(2)에서  B셀(3)로 향해
서의 회전을 도시한다. 이하 같음)이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액정(5)는 스메틱형(smectic 
structure)  또는   콜렉스테릭형(cholesteric  structure)인  액정이어도  되지만  본  실시예에  있어선 
네마틱형(a  nematic  structure)이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선  네마틱형  액정  조성물에  광학 활성
제 또는 콜렉스테릭형 액정등이 첨가 혼합된 것을 총칭헤서 네마틱 액정이라고 부르게 된다.

본  발명에 있어선 이  네마틱 액정뿐 아니라,  복수의 네마틱 액정이 혼합된 것이나 네마틱 액정에 다
른  물질을  첨가한  것이어도  된다.  B셀(3)의  액정(6)은  페닐시크로헥산계의  액정  조성물에 멜크사
(Merck  Corporation)  제품인  광학  활성제  S-811이  적량  첨가되며,  좌  비틀림인  나선  구조로  되어 있
다.  편광판(1,4)는  산리쓰(三立)  전기사제품 LLC2 -81-18을  사용하며,  편광축(흡수축)은  각각 인접하

는  기판(7,12)의  러빙  방향(the  rubbing  directions)(배향막(9)의  러빙  방향)과  45°의  각도를 가진
다.  또한,  이  45°의  배치  방법,  즉  기판의  러빙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인가  좌측인가는  본 실
시예의  전기  광학  소자를  네가티브  상태로  실험하고  있으므로  늘  네가티브  상태가  되는  측으로 선택
해서  배치했다.  A셀(2)의  하기판(8)에  있어서의  러빙  방향과  B셀(3)의  상기판(11)에서의  러빙 방향
과는  직교되어  있다.  단,  이  하기판(8)에  있어서의  러빙  방향과  상기판(11)에서의  러빙  방향과 이루
는  각도는  70°내지  110°의  범위가  바람직하며  가장  바람직하게는  90°(직교)이다.  따라서  본 실시
예에선 90°로 하였다.

제2도는  본  발명의  전기  광학  소자의  각축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14)는  B셀의  하기판의  러빙 
방향,  (15)는  B셀의  상기판의  러빙  방향,  (16)는  A셀의  하기판의  러빙  방향,  (17)는  A셀의  상기판의 
러빙  방향,  (18)은  하측  편광판의  편광축의  방향,  (19)는  상측  편광판의  편광축의  방향,  (20)은 상
측  편광판의  편광축의  방향과  A셀의  상기판의  러빙  방향과  이루는  각도,  (21)은  A셀인  액정의 비틀
림  각의  크기,  (22)는  A셀의  하기판의  러빙  방향과  B셀의  상기  판의  러빙  방향과  이루는  각도, (2
3)은  B셀의  액정의  비틀림  각의  크기,  (24)는  B셀의  하기판의  러빙  방향과  하측  편광판의  편광축과 
이루는 각도를 도시한다.

전기  광학  소자로서의  전계  효과형  액정은  네가티브  타입(전압무인가  상태로서  빛이  투과하지  않는 
흑색,  전압  인가상태로서  광이  투과해서  백색의  표시를  하는  것  즉  표시  문자가  백,  배경이  흑)과 
역의  관계인  포지티브  타입이  있으며  본  발명은  어느  하나의  타입에  한정되지  않으나  본  실시에에 
있어선 네가티브 타입인 것이다).

(1)  B셀은  액정의  비틀림각이  좌  비틀림인  240°,  α=1.10,  △n(590)d=0.9μ인  것을  쓰며,  A셀은 액
정의  비틀림  각이  우  비틀림인  240°인  액정이다.  △n(590)d는  파장  λ=590nm에서의  굴절율  이방성 
△n(590)과  층두께  d와의  곱인  광경로  길이를  표시한다.  제4도는  A셀의  α와  △n(590)d의  시감 투과
율(T)에  대한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α는  주성분  또는  주성분  이외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또는 첨
가물등의  첨가로  적절히  조정했다.  시감  투과율(T)은  빛이  B셀  및  A셀을  투과할때의  투과율을 측정
하여 각 파장에서의 투과율에 시감도 보정을 한 것이다.  이 값이 작을수록 흑색의 양호한 상태 즉 A
셀에 의해서 착색 보정이 양호하게 행해졌음을 도시한다. 예컨대 α=1.16의 액정의 A셀은 △
n(590)d=0.89μ에 이서서 시감 투과율 T는 최소가 되며 그 값 T=0.14%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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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감 투과율(T)이 최소(그때의 값을 Tmin로 한다)가 되는 점은,

이다.  제5도는  α에  대한  Tmin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며,  α=1.10의  경우가  Tmin가  최소로  되며 가
장 양호한 상태임을 알게된다.  본  실시예는 A셀과 B셀의 액정 비틀림 각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른
(우 비틀림과 좌 비틀림) 경우, A셀과 B셀의 α를 같은 값으로 하면을 같은 값으로 하면(이 경우  A
셀과  B셀의  광경로  길이는  △n(590)d=0.90μ로서  같다)  가장  양호한  전기  광학  소자가  얻어짐을 도
시한다.

제6도  및  제7도는  각각  상기(i),(ii)의  각  상태의  전기  광학  소자에  대한  광투과율의  스팩트럼을 나
타낸  것이다.  파장(횡축)에  대한  투과율(종축)의  변화가  평탄  또는  낮은  값일수록  착색이  없는 양호
한 흑색 표시가 된다.  A셀이 (ii)일  경우(제7도),  즉  Tmin의  값이 가장 작은 경우가 가장 양호한 전
기  광학  소자임을  윗받침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가장  양호한  전기  광학  소자가  되는  A셀과 
B셀의 각 액정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아래 표에서 △n(   )d는 △n(590)d를 의미한다).

[표 1]

(2)  제8도는  B셀이  상기(1)과  같다고  보고,  A셀이  비틀림각  160°(우)의  액정을  쓴  경우,  A셀이  α, 
△n(590)d와 T와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T가 최소로 되는 점은, 

이다. 제9도는 α에 대한 Tmin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10도,  제11도는  상기  (i),(ii),(iii)의  각  스팩트럼을  나타낸  것이며,  Tmin의  값이  가장  작은 
(iii)의  상태가  가장  양호한  전기  광학  소자임을  알  수  있다.  상기  (1)과  마찬가지로  가장  양호한 
전기 광학 소자인 A셀과 B셀의 각 액정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3)  제12도는  상기  (2)의  실시예에  대해,  △n(590)d가  한층  높은  번위의  전기  광학  소자의  예에 대
해서 A셀의 α, △n(590)d와 T와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T가 최소로 되는 점을 예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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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제13도는  α에  대한  Tmin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가장  양호한  전기  광학  소자가  얻어지는 
경우를 도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4)  상기  (1)  내지  (3)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비틀림각  300°(우)의  A셀에  대해서  가장  양호한  전기 
광학 소자를 얻은 결과를 도시한다. Tmin이 얻어지는 점은, 

였다.  제14도는  α에  대한  Tmin의  관계를  도시한다.  가장  양호한  전기  광학  소자가  얻어지는  경우는 
표 4와 같다.

[표 4]

(5) 상기 (4)의 실시예에 대해 △n(590)d가 더욱 높은 범위에 대한 상기 광학 소자의 예를 
도시한다. Tmin가 얻어지는 점은,

였다.  제15도는  α에  대한  Tmin의  관계를  도시한다.  가장  양호한  전기  광학  소자가  얻어지는  경우는 
표 5와 같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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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셀은  액정의  비틀림  각이  좌  비틀림인  270°,  α=1.20,  △n(590)d=0.8μ,  A셀은  액정  비틀림 
각이우  비틀림인  140°로  하고,  A셀의   α,  △n(590)d와  T와의  과게를  측정한  결과,  T가  최소로 되
는 점은, 

였다.  제16도는  α에  대한  Tmin의  관계를  도시한다.  가장  양호한  전기  광학  소자가  얻어지는  경우는 
표 6와 같다.

[표 6]

(7)  제17도는 (1)  내지 (5)의  실시예에서 쓰인 B셀에 대해서 A셀의 비틀림 각을 변화시키며,  (1) 내
지  (5)와  마찬가지로 가장 양호한 전기 광학 소자를 얻었을 경우의 A셀의 비틀림 각,  α, △n(590)d
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한 도면이다.  각  점에 기재된 수치는 최적의 α의 값이다.  A,B각점은 각각 상
기 (1),(2)의 각 실시예의 것이다.

(8)  제18도는  (6)의  실시예에서  쓰인  B셀에  대해서  A셀의  비틀림  각을  변화시키며,  가장  양호한 전
기 광학 소자를 얻었을 경우의 A셀의 비틀림각,  α, △n(590)d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17도,  제18도에  의하면,  A셀의  비틀림  각(단,  회전  방향은  반대),  α,  △n(590)d가  모두  B셀과 서
로  동등할  경우  최적한  전기  광학  소자로  되는데(제17도  A점,  제18도  C점),  A셀의  비틀림  각이 B셀
과 다르다고 해도 α와 △n(590)d를 적절히 선택하면 최적한 전기 광학 소자가 얻어짐을 도시한다.

또,  제17도,  제18도의  각점  이외의  영역에  관해선  흑백  표시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각 
점을  중심으로  하여  어떤  범위에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조건으로서  존재한다.  그  범위는  흑백으로서 
요구되는  레벨(예컨대  검은색  농도  정도)에  의해서  전기  광학  소자의  용도나  사용자측의  기준으로 
허용 범위가 넓게 되므로서 변동된다.

(9)  B셀의  층두께  d를  6.3㎛로  하고,  액정의  △n(590)은  0.13,  액정의  비틀림  각은  200°이다. 
한편,  A셀의  액정의  △n(590)은  0.11,  액정의  비틀림  각이  200°이고  비틀림  방향은  B셀의  액정의 
비틀림  방향과는  역방향이다.  그때,  A셀의  층두께  d는  약  7.4㎛로  했다.  이때의  외관의  색  얼룩을 
제19도에  CIE  색도도로  도시한다.  제19도에서  A셀내의  가장  두터운  층인곳과,  가장  얇은  층인곳을 
(I)(II)로서 도시하고, 그 중간의 층두께 부분을 2점 측정한 값을 도시했다.

비교예로서,  본  실시예의  A셀의  액정의  △n(590)을  0.13,  층두께  d를  약  6.3㎛로  바꿨다.  즉,  B셀과 
마찬가지로  했다.  이때의  외관의  색  얼룩을  상기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측정하고  제20도에  CIE 색도
도로 도시했다.

제19도,  제20도로  분명하듯이  A셀의  층두께를  B셀의  층두께  d보다  크게  함으로서  색  얼룩이 저감되
었다.

(10)  상기  실시예(9)에  있어서  A셀의  액정의  △n(590)을  0.086,  층두께  d를  약  10.0㎛로  바꾼 이외
는  실시예(9)와  마찬가지로  했다.  그  결과,  실시예(9)에  비교해서  더욱  색  얼룩이  적어졌고  실용상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11)  상기  실시예(9)에  있어서   B셀의  액정의  비틀림  각을  260°로  바꿨다.  외관색은  청색이 되었으
나 색 얼룩이 적은 액정 표시 장치가 얻어졌다.

(12)  A셀,  B셀을  실시예(1)의  표  1로  했을  때,  B셀의  액정의  △n(590)을  0.15,  층두께  d는  6.0μ로 
A셀의  액정의  △n(590)을  0.10,  층두께  d를  9.0μ로  했다.  일반적으로  액정의  층두꼐는  셀내에서 균
일하지  않다.  이때  A셀과  B셀의  층두께  d의  불균일은  외관의  색  얼룩으로서  나타난다.  이때의  A셀의 
층두께  d의  불균일에  의한  색얼룩을  제21도에  도시한다.  제21도에  있어서  (I)는  A셀의  층두꼐가 가
장 두터운 부분, (II)은 가장 얇은 부분이다. 또, 그 중간의 충두꼐 부분을 2점 측정했다.

비교예로서  상기의  A,B셀을  사용하여,  A셀의  액정의  △n(590)을  0.15,  층두께  d를  60.μ로  해서 △
n(590)  및  d를  B셀과 마찬가지로 하고,  또,  액정의 비틀림 각도 우 비틀림인 240°로 했다.  이 경우
의  A셀의  층두께  d의  불균일에  의한  외관의  색얼룩을  본  실시에와  마찬가지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22도에  도시한다.  제22도에  있어서  (I)는  A셀의  층두께  d의  가장  두터운  부분,  (II)는  가장  얇은 
부분이다.  제21도,  제22도로  분명하듯이  A셀과  B셀의  △n(590)d는  동일하더라고  A셀의  층두께  f를 B
셀보다 크게 함으로서 색 얼룩을 저감할 수 있었다.

18-6

특1996-0007791



(13)  실시예(12)와  마찬가지의  B셀을  쓰며,   A셀의  액정의  △n(590)과  층두께  d만을  바꾸고 △
n(590)을  0.075,  층두께  d를  12.0μ로  해서  △n(590)d=0.9μ가  되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실시예
(12)보다 한층 더 색얼룩이 저감되었다.

(14)  제1도에  있어서  A셀의  상기판(7)  및  하기판(8)에  투명전극을  대향토록  갖추었다. 실시예(12)에
서  사용한  B셀에  대해서  A셀의  액정의  비틀림  각을  우  비틀림인  240°,  α=1.10,  △n(590)=0.13, 층
두께  d를  10μ,  액정의  투전율  이방성(permittivity  anisotropy)  △ε를  정(positive)으로  했다. 이
때, A셀의 전극간에 적당한 전압을 인가함으로서 외관의 밝기등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5)  B셀에서  액정의  비틀림  각이  좌  비틀림인  240°,  α=1.10,  △n(590)  d=0.9μ인  것을  쓰며, A셀
에서  액정의  비틀림  각이  우  비틀림인  240°,  α=1.10,  △n(590)d=0.9μ로  하면  초기(인가의  전압 
0V)의 투과율이 최소로 된다.

상기의  A셀,  B셀에  대해서  A셀의  △n(590)d를0.87μ로  하면,  A셀의  △n(590)d를  0.9μ로  했을  때 보
다  초기의  투과율은  높아진다.  이것들의  셀에  대해서  주지의  멀티플렉스  구동을  했을때의 전압·투
과율 특성을 도시한다.

A셀의  △n(590)d가  0.87μ일때를  제23도에,  △n(590)d가  0.9μ일때는  제24도에  도시한다.  제23도, 
제24도에  있어서  각각  초기의  투과율을  T,T',  인가  전압  V,V일  때의  투과율을   T,T,T',T'로서 도시
했다.

이때  V/V는  일정하다.  또,  콘트라스트는  T/T,  T'/T  '로  나타내어진다.  그러면  이  경우엔  T/T이 
T'/T'보다  켜져  있다.  즉  초기의  투과율이  최소가  되는  A셀의  △n(590)d보다  작은  △n(590)d를  쓴 
쪽이 높은 콘트라스트가 얻어진다.

(16)  B셀에  액정이  비틀림  각이  좌  비틀림인  240°,  α=1.14,  △n(590)=0.9μ인  것을  쓰며,  A셀에서 
액정의  비틀림  각이  우  비틀림인  150°,  α=1.10인  것을  썼을  경우,  △n(590)d를  0.76μ로  하면 초
기(인가  전압0V)의  투과율이  최소가  된다.  그러나,  A셀의  △n(590)d를  0.76μ에서  0.74μ로  작게한 
쪽이  멀티플렉스  구동시에는  콘트라스트가  양호해졌다.  △n(590)d를  0.76μ에서  0.74μ로 작개할때
는  △n(590)과  층두께  d중의  어느쪽을  작게해도  마찬가지  결과로  되었다.  또,  양쪽을  작게했을 경우
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얻어졌다.

(17)  제25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반사형인  전기  광학  소자의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1  내지  13)은  제1도와  마찬가지며,  (30)은  반사판이다.  본  실시에에  있어선  상측  편향판(1)에서 입
사하며  하측  편향판(4)을  통과한  빛은  반사판(30)에  의해서  반사된  상측  편향판(1)에서  출사된다. 
반사판(30)에  대해서  편광  기능을  가지는  반사판을  쓰면  반사판이  편광  기능과  반사  기능을 겸비하
고 있으므로 하측 편광판(4)은 불필요해지며, 과일층 간소화된 구조의 전기 광학 소자로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구성이므로  상기  종래  기술의  문제점이  해소되며  또한  전기  광학  소자의 외
관이  전압  무인가  상태에서  흑색에  가까운  색,  전압인가  상태에서  백색에  가까운색으로  되며, 콘트
라스트가 양호한 흑백 표시가 가능한 전기 광학 소자가 얻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굴절율  분산  α와,  굴절율  이방성  △n  및  층두께  d의  곱인  △n·d,  및  비틀림  각도를  갖는  다수의 
파라메타에  의해서  특징지워지는  비틀림  네마틱  액정  재료를  구비한  액정  셀수단과;  상기  액정  셀에 
근접하게  배치되어  표시색을  보상하며,  굴절율  분산  α가  상기  액정  셀의  굴절율  분산  α와 △n·d
의  값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보상 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액정 셀로의 직선 편광된 입사광은 상기 액
정셀을  통과한  후  타원형으로  편광된  광으로  변환되고,  상기  타원형으로  편광된  광은  상기  표시색을 
보상하기 위해 상기 보상 수단을 통과한 후  직선 편광된 광으로 다시 변환되며,  그로써 가장 적합한 
흑색과  백색  표시가  얻어지며,  상기  굴절율  분산α는  제1스팩트럼  파장에서의  △n과  제2스팩트럼 파
장에서의  △n과의  비이고,  상기  액정셀  수단의  액정  재료는  약  90°내지  360°의  비틀림  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상  수단은  0°내지  400°의  비틀림  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
학소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상  수단의  층두께  d는  상기  액정  셀  수단의  층두께  d  보다도  두꺼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소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상  수단의  △n·d의  값은  상기  액정  수단의  △n·d의  값보다  작은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기 광학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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