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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정표시소자 및 그의 시야각 제어방법 및 칼라 필터

(57) 요약

본 발명은 시야각 제어 가능한 액정표시소자 및 시야각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수직 배향(VA)형의 액정표시소자에 있어서,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와,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

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에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 상에, 전계에 대한 액정분자의 경사 제어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및 칼라 필터에 관한 것이다.

상기 전계에 대한 액정분자의 경사 제어 수단이, 리브 형상 구조이다. 상기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에 형성되어 있는 리

브 형상 구조의 배치에 대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상기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에 표시

소자 이외의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리브 구조의 배치가, 리브 형상 구조의 장축 방향에 대해서 각도를 형성하도록 구성된

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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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의 액정패널 중 적어도 하나의 화소가 표시소자로서 서브화소와,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

소자로서의 서브화소 중에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 서브화소 중에 표시소자 이외 부분의 액정분자는 상기

표시소자로서 서브화소의 액정분자와 다른 배향 동작을 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표시소자가 수직 배향(VA)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 배향(VA)형의 상기 액정표시소자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로서 서브화소와, 상기 적어도 하

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상기 표시소자로서 서브화소 중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 상에 전계에 대한 액정분자의

제어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계에 대한 액정분자의 제어수단이, 리브 형상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로서 서브화소에 형성되어 있는 리브 구조의 배치에 대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

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 서브화소 중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리브의 배치가 리브 형상 구조

의 장축 방향에 대해서 각도를 형성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각도가 4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표시소자가 트위스트 네마틱(TN)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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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 서브화소 중에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

이 호모지니어스 배향형 또는 수직 배향(VA)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9.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 서브화소에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이

호모지니어스 배향형 또는 수직배향(VA)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10.

제 2 항 내지 제 6 항의 적어도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로서 서브화소는 전원 OFF에서는 액정분자가 수직 배

향하고, ON에서는 적어도 일측 편광판의 흡수축에 대해서 평행 이외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일측에서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 중에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은 전원

OFF에서는 액정분자는 수직 배향하고, ON에서는 상기 적어도 일측 편광판의 흡수축에 대해서 3°내지 0°가 되도록 액정

분자가 방향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11.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는 전원 ON에서는 액정분자가 전기력선을 따라 일어나고, OFF에서는 액

정분자가 편광판 사이에서 트위스트 배향하고,

일측에서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 중에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은 전원 ON

에서는 액정분자는 전기력선을 따라 일어나고 편광판의 흡수축에 대해서 6°내지 0°가 되도록 액정 분자가 방향을 바꾸고

OFF에서는 액정분자는 호모지니어스 배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는 RGB의 각 화소 또는 RGB를 포함한 다른 색의 각 화소로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부분은 백색 또는 착색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14.

하나의 액정패널 중 적어도 하나의 화소가,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와,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

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 중에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을 포함하고,

하나의 액정 패널 내에 표시소자 이외에 콘트라스트 조정을 위한 액정 분자의 배향 동작 제어 수단을 갖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 중에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에는 상기 배향

동작 제어 수단에 의해 적어도 일측 편광판의 흡수축에 대해 3°내지 0°또는 6°내지 0°의 각도를 갖도록 액정분자가 배치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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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표시소자가 수직 배향(VA)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표시소자가 트위스트 네마틱(TN)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 중에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이 호모지니어스 배향형 또는 수직배향(VA)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에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

이 호모지니어스 배향형 또는 수직배향(VA)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19.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 중에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에 배치된 액정분자는, 상기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에 배치된 액정분자와 다른 배향 동작을 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는 전원 OFF에서는 액정분자가 수직 배향하고, ON에서는 적어도 일측

편광판의 흡수축에 대해서 평행 이외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일측에서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 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에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은 전원 OFF에

서는 액정분자는 수직 배향하고, ON에서는 상기 적어도 일측 편광판의 흡수축에 대해서 3°내지 0°가 되도록 액정 분자가

방향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21.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는 전원 ON에서는 액정분자가 전기력선을 따라 일어나고, OFF에서는

액정분자가 편광판 사이에서 트위스트 배향하고,

일측에서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 중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은 전원 ON에

서는 액정분자는 전기력선을 따라 일어나고 편광판의 흡수축에 대해서 6°내지 0°가 되도록 액정 분자가 방향을 바꾸고

OFF에서는 액정분자는 호모지니어스 배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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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는 RGB의 각 화소 또는 RGB를 포함한 다른 색의 각 화소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23.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는 백색 또는 착색되고, 상기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은 상기 표시소자로

서 서브화소와 동일 착색이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24.

적어도 일 화소내에,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와,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

소 중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을 배치하고, 상기 배치는 상기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상기 표시소자 이외 부분의 액

정분자가 상기 표시소자로서의 서브 화소의 액정분자와 다른 배향 동작을 하도록 설정되고,

상기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 및 상기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상기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에 대한 전계의 ON 또

는 OFF에 의해 시야각 제어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시야각 제어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표시소자가 수직배향(VA)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시야각 제어방법.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표시소자가 트위스트 네마틱(TN)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시야각 제어방법.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 중에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이 호모지니어스 배향형 또는 수직배향(VA)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시야각 제어방법.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 중에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이 호모지니어스 배향형 또는 수직배향(VA)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시야각 제어방법.

청구항 29.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는 전원 OFF에서는 액정분자가 수직 배향하고, ON에서는 적어도 일측

편광판의 흡수축에 대해서 평행 이외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일측에서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에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은 전원 OFF에

서는 액정분자는 수직 배향하고, ON에서는 상기 적어도 일측 편광판의 흡수축에 대해서 3°내지 0°가 되도록 액정 분자가

방향을 바꾸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시야각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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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는 전원 ON에서는 액정분자가 전기력선을 따라 일어나고, OFF에서는

액정분자가 편광판 사이에서 트위스트 배향하고,

일측에서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에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은 전원 ON에

서는 액정분자는 전기력선을 따라 일어나고 편광판의 흡수축에 대해서 6°내지 0°가 되도록 액정 분자가 방향을 바꾸고

OFF에서는 액정분자는 호모지니어스 배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시야각 제어방법.

청구항 31.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는 RGB의 각 화소 또는 RGB를 포함한 다른 색의 각 화소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시야각 제어방법.

청구항 32.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는 백색 또는 착색되고, 상기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은 상기 표시소자로

서 서브화소와 동일한 착색이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시야각 제어방법.

청구항 33.

수직 배향(VA)형의 액정표시소자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로서 서브화소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

소 또는 상기 표시소자로서 서브화소 중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 상에 전계에 대한 액정분자의 경사 제어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필터.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전계에 대한 액정분자의 경사 제어수단이, 리브 형상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필터.

청구항 35.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소자로서 서브화소에 형성되어 있는 리브 구조의 배치에 대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

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 서브화소 중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리브의 배치가 리브 형상 구조

의 장축 방향에 대해서 각도를 형성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필터.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각도가 4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필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공개특허 10-2007-0070026

- 6 -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시야각 제어가 가능한 액정표시소자 및 그의 시야각 제어방법 및 칼라 필터에 관한 것이다.

최근 액정표시소자는 저전압에서의 구동이 가능하고, 워드 프로세서, 퍼스널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액정표시소자는 구체적으로 기판 표면에 동일한 배향 처리가 실시되고, 균일한 표시를 실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자를 관찰하는 방향에 따라 표시의 보이는 쪽이 변화한다 즉, 시각 의존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TN 및 STN 모드의 액정표시소자에서 액정 셔터의 광 투과나 광 차단의 원리는 봉상(棒狀)의 액정분자의 배향

방향을 이용한 광의 방향 제어에 의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야각이 좁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와 같은 액정표시소자의 시각 의존성을 개선하는 시야각 제어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일본공개특허 특

개평 9-19740호 공보는, 2장의 액정 디스플레이를 합착하고, 콜리메이트(collimated)된 광을 입사하는 시야각 제어 구조

를 갖는 액정표시소자가 개시되어 있다.

이하, 종래 기술에 기재된 액정표시소자에서 시야각이 제어되는 순서를 설명한다.

도 1B 및 도 1D는 2장의 액정 디스플레이를 합착하고, 콜리메이트된 광을 입사하는 타입의 액정표시소자의 개략 단면도

이다.

먼저, 콜리메이트된 광이 제 1 액정패널(1)에 입사한다. 제 1 액정패널(1)은 종래의 액정패널과 동일하고, 표시하기 위해

화상을 투영한다.

이어서, 상기 제 1 액정패널(1)로부터 출사한 광은 제 2 액정패널(2)로 입사하고, 상기 제 2 액정패널(2)에 의해 투과와 산

란이 제어된다. 투과의 경우는 협(狹)시야각 표시가 되고, 산란의 경우는 광(廣)시야각 표시가 된다.

여기서, 상기 제 1 액정패널(1)로서는 TN 액정패널, 제 2 액정패널(2)로서는 고분자 분산 액정패널을 이용하는 것이 많다.

한편, 상기 제 2 액정패널(2)로 고분자 분산 액정패널을 이용한 경우, 도 1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압을 인가하지 않을 때

는 고분자 내에 분산하고 있는 액정 방울(drop let)내의 액정분자는 랜덤(random)한 방향을 갖기 때문에 입사한 광은 표면

투과광(6a)과 거의 동일한 휘도로 산란(6b, 6c)한다.

이 경우의 휘도와 시야각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도 1C와 같이 된다.

한편, 도 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압을 인가했을 때는 고분자 내의 액정 방울의 액정이 전기력선을 따라 늘어서기 때문

에 광은 빠져나가 투명이 된다.

본래 콜리메이트된 광이 입사하기 때문에 제 2 액정패널(2)에 전압을 인가하여 협시야각 표시로 할 때 휘도와 시야각의 관

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도 1A와 같이 된다. 이와 같이 종래 기술은 시각에 대한 휘도를 제어하는 것으로 시야각에 대한

제어가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종래 기술에서는, 형광등으로부터의 광을 콜리메이트(collimated)시키기 위한 부품이나, 여분으로 고분자 분산

액정패널을 합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조 코스트가 높게 된다.

다음에, 종래 예로서, 일본공개특허 특개평 2004-325563호 공보에 기재된 기술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 종래 예는, 수직 배향 모드에 있어서, 전극 구조를 바꾸는 것에 의해 시야각을 제어한다. 전극을 분할하여 전극 사이에

형성되는 개구부의 간격을 기울어진 구성으로 하고, 전기력선의 모양을 바꾸는 것으로 휘도를 제어하여 시야각을 변경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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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발명의 문제점으로서는 전극의 모양은 제조단계에서 결정되어 패널을 형성한 후에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의 전극 모양을 조합하여 화소를 만들고, 최적인 시야각 특성을 갖는 패턴의 화소를 선택하고, 그 이외의 화소는 표시하

지 않기 때문에 광효율이 나쁘게 된다.

또한, 시야각 제어의 효과도 상기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최대 휘도가 일 방향으로 벗어날 뿐이고, 그 이외의 방

향에 대해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특허문헌 1 일본공개특허 특개평9-19740호 공보

특허문헌 2 일본공개특허 특개평2004-325563호 공보

특허문헌 3 일본공개특허 특개평2001-166309호 공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에서 문제를 해소하고 통상은 종래 정도로 광시야각 표시를 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 시각

을 돌린 방향으로부터 광을 누설시키는 것에 의해 콘트라스트를 낮추어 시야각을 좁게 할 수 있는 액정표시소자 및 그의

시야각 제어방법 및 칼라 필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하나의 액정패널 중 적어도 하나의 화소가, 표시소자로서 서브화소와,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 중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 중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의 액정분자는 상기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의 액정 분자와 다른 배향

동작을 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이다.

본 발명은 하나의 액정패널 중 적어도 하나의 화소가,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와,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

소 또는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 중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을 포함하고, 하나의 액정 패널 내에 표시소자 이외에 콘트라스

트 조정을 위한 액정 분자의 배향 동작 제어 수단을 갖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

서의 서브화소 중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에는 상기 배향 동작 제어 수단에 의해 적어도 일측 편광판의 흡수축에 대해 3°내

지 0°또는 6°내지 0°의 각도를 갖도록 액정분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이다.

본 발명은 적어도 일 화소내에, 표시소자로서의 서브화소와,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

의 서브화소 중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을 배치하고, 상기 배치는 상기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상기 표시소자 이외

부분의 액정분자가 상기 표시소자로서의 서브 화소의 액정분자와 다른 배향 동작을 하도록 설정되고, 상기 표시소자로서

의 서브화소 및 상기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상기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에 대한 전계의 ON 또는 OFF에 의해 시야

각 제어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시야각 제어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광시야각 기술로, 수직 배향에 의한 VA 모드나 상하 기판 사이에서 액정분자가 90°어긋

나게 구성되는 트위스트 네마틱(TN) 모드이다.

VA 모드는, 전원 오프(OFF)시에는 액정분자가 수직한 배열을 행하고, 전원 온(ON)시에는 액정분자가 수평한 배열로 변

화하여 시야각을 향상시킨다.

TN 모드는 전원 오프시에는 액정분자가 수평으로 배향되어 노멀리 화이트(normally white)가 되고, 전원 오프시에는 액

정분자가 전기력선을 따라 일어난다.

양자 모두 시야각을 넓게 하여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대로 VA 모드 및 TN 모드의 특징으로 살려서 표시시키면 문제없다

(도 2D).

이어, 시야각을 좁게 할 때에는 들여다보는 각도를 정면에서 돌릴 때에 액정패널로부터 광이 빠져나가도록 하면 콘트라스

트가 저하하기 때문에 영상은 보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협시야각의 조정을 해도 정면에서의 영상 콘트라스트를 저하시

키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도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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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 발명에 의한 일 실시형태의 VA 모드 및 TN 모드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구조에서는, 통상은 1 화소 내에 RGB라

고 부르는 레지스트를 도포한 서브화소(이하, RGB 화소라 부른다)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데, 더구나 RGB와는 시야각 특성

이 다른 W의 서브화소(레지스트가 없는(백) 혹은 색이 있는 어느 쪽도 상관없다)(이하, W 화소라 부른다)를 부가한 4색의

화소를 하나의 단위로 한다.

VA 모드의 경우, 통상의 광시야각을 표시할 때는, RGB 화소의 표시로 영상을 투영하고, W 화소는 OFF 상태로 한다. 그러

면, 종래의 수직 배향 방식에 의한 패널과 동일한 시야각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이어, 협시야각을 표시할 때는, RGB의 3화소의 표시로 영상을 투영하는 한편, 4번째의 W 화소를 OFF에서 ON으로 한다.

W 화소에는 다른 RGB 화소와 다른 시야각 특성을 갖는 것으로 시야각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TN 모드의 경우, 통상의 광시야각을 표시할 때는, RGB 화소의 표시로 영상을 투영하고, W 화소는 OFF 상태로 한다. 그러

면 종래의 시야각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이어 협시야각을 표시할 때는, RGB의 3화소의 표시로 영상을 투영하는 한편, 4번째의 W 화소를 OFF에서 ON으로 한다.

W 화소에는 다른 RGB 화소와 다른 시야각 특성을 갖는 것으로 시야각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가령, W 화소의 액정분자가 전계에 의해 쓰러지는 방향을 다른 RGB 화소의 액정분자가 전계에 의해 쓰러지는 방향(통상

은 편광판의 흡수축과 45°이룬다)과 다른 방향(편광판의 흡수축과 평행)으로 하는 것으로 RGB와는 다른 광학특성을 가질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전계를 걸어주는 것에 의해 RGB 화소의 액정분자와 다른 W 화소의 액정분자의 배향 동작에 따라, W 화소에

RGB 화소와 다른 광학특성을 가져 콘트라스트의 제어를 행하여 시야각이 제어된다.

다만, RGB의 1 서브화소 내에 통상은 표시로 사용되는 편광판의 흡수축과 45°로 쓰러지는 영역과, 시야각 제어에 사용되

는 편광판의 흡수축과 평행으로 쓰러지는 영역의 양측을 갖는 것으로 RGB의 서브화소의 통상 표시 기능에 부가하여 W 화

소와 동등의 시야각 제어 기능을 갖는 것에 의해 W 화소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표시소자 이외의 서브화소 또는 표시소자로서 서브화소 중의 표시소자 이외의 부분을,

액정표시소자가 VA 모드의 경우에 호모지니어스 배향형 또는 수직 배향(VA)형으로 하고, TN 모드의 경우에 호모지니어

스 배향형 또는 수직배향(VA)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2A는 협시야각 표시로 할 때의 콘트라스트와 시야각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도 2B는 액정표시패널(10)의 W 화소로부

터 출력광에 의해 시야각이 좁아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도 2A는 도 2B에 대응하고, 도 2B의 패널 중앙의 RGB 화소로부터 출사광(그물 모양 화살표 12)에 대한 도 2A의 대응하

는 부분은 콘트라스트의 피크를 형성한다.

백(白)화살표 11은 입사광, 모래 모양 화살표 13은 W 화소를 경유한 출사광을 나타낸다. 참조번호 10은 액정패널이다.

이와 같이 패널의 경사 양 사이드에 있어서 모래 모양 화살표(13)의 출사광의 존재에 의해 RGB 화소보다 출사광의 콘트라

스트가 저하한다.

본 발명에서는 시각에 대한 콘트라스트를 제어하는 것으로 시야각의 제어를 행한다.

도 2C는 통상의 광시야각 표시로 할 때의 콘트라스트와 시야각의 그래프이다.

도 2D는 액정표시패널(10)로의 입사광 및 출사광의 상태를 나타낸다.

도 2C는 도 2D에 대응하고, 도 2D의 패널 RGB로부터의 출사광(12)은 도 2A와 같이 콘트라스트의 피크를 형성하는 것 없

이 광범위의 시야각이 얻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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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하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본 특허청

구범위에 규정된 범위에서 각종 수정 및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본 발명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화소 내에, 통상 3색의 레지스트를 도포한 RGB 화소와, 레지스트가 없는 W(백색 또는 착색)

화소를 포함하여 적어도 4종류의 서브화소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구성한다.

예를 들면,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RGB의 각 화소와 W 화소를 2×2로 나열하는 구성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

의 예이고, 반드시 이 예에 고정할 필요는 없다.

실시예 1

도 4A 및 도 4B는 수직 배향(VA) 방식에서의 액정 동작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실시예에 있어서는, 수직배향 방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원이 OFF일 때는 전계가 존재

하지 않아 액정분자(20)는 기반(基盤)(21)에 대해서 수직으로 배향하고 있다.

편광판(22)은 액정을 끼워 크로스니콜로 부착되기 때문에, 편광 입사한 광은 리타데이션(retardation)없이 통과하여 흑

(黑)이 된다. 그것에 전원을 ON으로 하고 전계(E)를 걸어주면, 액정분자는 부(負)의 유전율 이방성을 갖기 때문에 전기력

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액정분자는 도 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판에 대해서 평행(0°)이 되도록 배

향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는 RGB 화소의 액정분자와 W 화소의 액정분자는, 전원을 ON으로 했을 때의 배향 방향이 다르기 때문

에 그 점에 관해서 이하에 설명한다.

도 5A 내지 D는 하나의 화소를 보았을 때의 RGB 화소와 W 화소의 전원이 OFF의 경우와 ON의 경우에 액정분자의 배향

방향을 나타낸 개략 상면도이다.

좌측의 도 5A 및 도 5B는 RGB 화소, 우측의 도 5C 및 도 5D는 W 화소의 액정분자로, 전계(E)를 ON, OFF한 경우에 액정

의 동작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실선의 화살표와 파선의 화살표는 편광판의 흡수축을 나타내고 있다.

RGB 화소에 관해서 도 5A 및 도 5B로 설명한다. 전원이 OFF일 때(도 5A)는 수직배향 하고 있기 때문에 액정분자는 ○로

보이지만, ON일 때(도 5B)는 편광판의 편광축에 관해서 45°가 되도록 액정패널내에 구조물을 세운다든지 슬릿을 만들든

지 하여 액정분자를 배향시킨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액정분자의 배향방향이 편광판의 편광축에 대해서 각도를 가지는 것에 의해 입사한 편광에 리타데이

션을 가질 수 있고, 대향(對向)의 편광판으로부터 광이 누설되어 광시야각인 영상을 투영할 수 있다.

W 화소에 관해서 도 5C 및 도 5D로 설명한다. W 화소의 액정분자의 배향 방향은, 전원 OFF일 때(도 5C)는 수직 배향하고

있기 때문에 액정분자는 ○로 보이지만, ON일 때(도 5D)는 편광판의 흡수축에 관해서 평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액정분자

를 배향시켜 둔다. 통상 광시야각 모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W 화소를 OFF로 하면 RGB 화소에 의해 종래의 수직배향 패

널과 동등의 시야각 특성을 얻을 수 있다.

협시야각으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계를 걸어주는 것으로 액정분자를 편광판의 흡수축에 평행 혹은 수직방향으로 배향

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도 5D의 경우에는, 점선 화살표에 따라 입사한 편광에 리타데이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광이

누설되지 않고, 그 이외의 방향(특히 실선 화살표 방향)에 따른 시야각에서는 입사한 편광에 리타데이션이 발생하여 W 화

소로부터 광이 누설되기 때문에 콘트라스트가 저하한다.

만약, 어느 방향으로부터 보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접한 다른 W 화소에 관해서는, 전원이 ON

일 때에 실선 화살표에 대해서 평행이 되도록, 가령 점선 화살표에 대해서 수직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에 의해, 2개의 화소

를 각각 리타데이션이 발생하지 않는(광이 누설되지 않는) 방향을 제거하고, 그것에 의해 좌우상하 등의 각도로부터도 광

이 누설되어, 시야각을 완전하게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개특허 10-2007-0070026

- 10 -



물론, 정면으로부터 보여진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배향시킨 타입의 W 화소에서도 리타데이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광

이 거의 누설되지 않아 콘트라스트는 유지할 수 있다.

상기 결과로부터 본 발명은 시야각 제어 기술로서는 종래에 없는 특징을 갖고, 특히 새로운 부품이나 제조 프로세스를 변

경 및 두 개의 액정패널을 합착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제조 코스트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더구나 W 화소는 전압에 따라 액정분자의 배향 방향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야각 제어의 정도를 전기적으로 조정하

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W 화소의 면적이나 수를 설정하는 것에 의한 시야각 제어의 조정도 가능하다.

이것은 패널 설계자나 사용자가 자유롭게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본 발명의 큰 이점이다.

이하, 상기 본 실시형태의 시각 특성 제어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관해서 설명한다. 시뮬레이션은 싱텍 제품 액정광학소자

시뮬레이터 LCD Master를 이용했다.

상기 실시형태에서 상하 기판은 두께 0.7㎜의 글라스 기판, 광학설계는 Δnd = 0.56으로 하고, 부의 유전율 이방성 액정(Δε

= -4.1)을 이용하고, 편광판의 편광축을 각각 45°와 135°로 정의했다.

그것에 3.3V의 전압을 걸었을 때의 콘트라스트를 산출했다. RGB 화소는 전압이 걸어졌을 때에 90°의 방향으로 액정분자

가 쓰러지도록 설정하고, W 화소는 상하 2개의 편광판의 편광축과 평행(정의에서는 45°와 135°의 2방향)으로 쓰러지도록

설정했다.

도 6은 RGB = 3.3V, W = 0V일 때 시야각에 대한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다. 즉 RGB 화소는 ON으로, W 화소가 OFF

인 경우이다.

도 7은 RGB = 3.3V, W = 3.3V일 때 시야각에 대한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다. 즉, RGB 화소 및 W 화소의 양측이 ON

의 경우이다. 종축에 콘트라스트 특성, 횡축에 시야각을 나타낸다. 각 그래프 곡선은 0, 10, 20, 30, 40, 50, 60°의 극각 의

경우의 각 결과를 나타낸다.

상기 결과로부터 W 화소의 ON과 OFF을 바꾸는 것으로, 정면의 콘트라스트 저하를 최소한으로 해 두면, 극각 방향의 시야

각에 대한 콘트라스트가 크게 저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결과는 일 예이고, 설계할 때에 W 화소의 면적 최적화를 행할 수 있고, 더구나 사용자가 W 화소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제어하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해서 최적인 시야각 제어의 정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점이, 본 발명의 큰 이점

으로서 개시된다.

도 8은 W = 3.3V일 때의 W 화소에서 편광축과 액정분자가 이루는 각에 대한 정면의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다. 종축에

콘트라스트 율, 횡축에 편광축에 대한 액정분자의 각도를 나타낸다. 편광축과 액정분자에 쓰러지는 방향이 이루는 각을 0°

로 했을 때 즉, 평행일 때의 콘트라스트를 1로 하고, 상기 각이 1 내지 7°일 경우의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성질상, W 화소에 전압을 걸었을 때의 액정분자가 쓰러지는 방향은 편광축에 대해서 평행인 것이 좀더 우수한

효과를 얻는다. 그러나 도 8에서 명확하게 밝힌 바와 같이, 상기 각이 0°(평행)에서 벗어남에 따라 정면의 콘트라스트가 저

하하는 경향이 보인다.

도 7을 참조하면, 10°극각 방향의 콘트라스트가 약 100 ~ 200 사이인 것을 고려하면, 도 7에서는 정면의 콘트라스트가

800이므로, 콘트라스트 100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편광축과 액정분자의 쓰러지는 방향이 3°이내인 것이 바람직하

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서는 W 화소에 있어서 액정분자의 기울기가 편광축에 대해서 3°내지 0°내 범위인 것이 좀더 바람직하

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상기에서 표시소자로서 RGB 화소를 이용했지만, 다른 색의 화소를 표시소자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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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본 실시형태에서는 TN 모드를 채용한다. 본 모드에서는 RGB 화소의 액정분자와 W 화소의 액정분자의 배향 방향이 다르

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9A 내지 도 9D는 하나의 화소를 보았을 때의 RGB 화소와 W 화소의 전원이 ON인 경우와 OFF인 경우에 액정분자가 배

향하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개략 상면도이다.

좌측의 도 9A 및 도 9B는 RGB 화소, 우측의 도 9C 및 도 9D는 W 화소의 액정분자로, 전계(E)를 ON, OFF한 경우에 액정

의 동작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실선과 점선의 화살표는 편광판의 흡수축을 나타내고 있다.

RGB 화소에 관해서 도 9A 및 도 9B로 설명한다. 전원이 ON일 때(도 9A)는 액정이 일어서기 때문에 ○로 보이지만, OFF

일 때(도 9B)는 편광판의 흡수축(러빙 방향)에 따라 배향시킨다.

도 9B에 나타낸 바와 같이, TN 모드의 RGB 화소의 액정분자의 배향은 전계 OFF일 때는 90°트위스트 하여 노멀리 화이트

가 되고 있다. 전계 ON일 때에는 도 9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계에 따라 일어서는 방향으로 배향 동작한다.

한편, 도 9C 및 도 9D에 있어서는 W 화소의 액정분자 배향 방향은 전계가 OFF일 때 러빙 방향이 평행으로 호모지니어스

배향하고 있기 때문에 액정분자는 트위스트하지 않는다. 전계가 ON일 때는 전계에 따라 일어서는 방향으로 배향 동작한

다(도 9C).

통상 모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W 화소를 OFF로 하면 RGB 화소에 의해 종래의 TN 방식 패널과 동등의 시야각 특성을 얻

을 수 있다. 협시야각으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W 화소의 전계를 ON으로 하는 것에 의해, 액정분자가 일어서는 방향으로

배향 동작한다.

이것에 의해 예를 들면, 도 9의 경우에는 점선 화살표에 따른 시야각에서는 입사한 편광에 리타데이션이 발생하지 않기 때

문에 광이 누설되지 않는 것, 그 이외의 방향(특히 실선화살방향)에 따른 시야각에서는 입사한 편광에 리타데이션이 발생

하기 때문에 W 화소로부터 광이 누설되어 콘트라스트가 저하한다.

만약, 어느 방향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문제인 경우는 예를 들면 인접한 다른 W 화소를 다음 실선 화살표에 대해서 평행이

되도록, 가령 점선 화살표에 대해서 수직이 되도록 전계가 OFF일 때에 배향시키는 것으로, 2개의 화소가 각각 리타데이션

이 발생하지 않는(광이 누설되지 않는) 방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좌우상하 등의 각도에서도 광이 누설되기 때문에 시야각

을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다.

물론 정면에서는 어느 쪽에 배향시킨 W 화소에서도 리타데이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광이 누설되지 않아 콘트라스트

는 유지할 수 있다.

액정패널의 제조방법에 관해서는, 종래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본 실시형태의 경우, TN 모드를 채용하기 때문에

RGB 화소는 90°트위스트(도 9B)하는 것에 대해서 W 화소는 트위스트 0°(호모지니어스)(도 9D)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

다.

따라서 칼라 필터측 혹은 TFT측의 어느 일측을 RGB 화소와 W 화소의 러빙 방향을 90°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도 9E

및 F내의 흑 화살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RGB 화소의 러빙 처리는, 도 9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하 기판에서 크로스한 방향으로 진행하

는 것에 대해서, W 화소의 경우는 도 9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하 기판에서 평행한 방향이 되도록 한다.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러빙 기술에 의하면, 각 화소에 동일한 배향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RGB 화소와 W 화소 사이에

다른 배향을 형성시키는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배향 기술로서, 예를 들면 일본공개특허 특개평 2001-166309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배향 분할 기술이 개시

되어 있다. 이하, 이 배향 분할 기술에 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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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본 기술에서 대상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참조번호 31은 액정분가 배향

가능한 막이 성막된 배향막, 32는 투명기판, 33은 마스크, 34는 마스크(33)를 이용한 광조사 공정에서 광이 조사되지 않는

제 1 배향처리 부분, 35는 상기 공정에서 광이 조사되는 제 2 배향 처리 부분, 36은 광원이다.

이하, 도 13을 참조하면서 배향 분할 기술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1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투명기판(32)상에 형성된 배향막(31)에 첫 번째 러빙 처리를 한다. 이어, 도 13B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마스크(33)를 통해 Deep-UV, UV 또는 He-Ne 레이저 등의 광원(36)으로부터 광조사를 행하여 배향막(31)에

광이 조사되지 않는 부분인 제 1 배향 처리 부분(34)과, 광이 조사된 부분인 제 2 배향 처리 부분(35)을 형성한다.

여기서, 제 1 배향 처리 부분(34)은 광이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러빙한 프리틸트각을 유지하지만, 제 2 배향 처리

부분(35)은 광이 조사되기 때문에 배향막(31)의 분자 사슬이 분해, 중합 또는 이성화를 일으켜 프리틸트각이 변화한다.

이어서, 도 13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첫 번째의 러빙 방향과는 다른 방향에서 첫 번째보다 약한 두 번째의 러빙 처리

를 한다. 이것에 의해 다른 프리틸트각을 갖는 제 1 배향 처리 부분(34)과 제 2 배향 처리 부분(35)에, 첫 번째와 다른 러빙

조건으로 두 번째 러빙 처리를 행하는 것으로 제 1 배향 처리 부분(34)과 제 2 배향 처리 부분(35)의 프리틸트각 방향이 다

르고 배향 분할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하, 상기 실시형태의 시각 특성 제어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관해서 설명한다. 시뮬레이션의 조건은 액정이 정(正)의 유전

율 이방성을 갖는 것 이외는 실시예 1과 동일하다.

도 10은 RGB 화소에만 전계를 걸어준 경우 시야각에 대한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1은 RGB 화소 및 W 화소 모두에 전계를 걸어준 경우에 2개의 W 화소가 각각 리타데이션이 발생하지 않는(광이 누설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눌 때의 시야각에 대한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들의 결과에서, 극각 0°의 콘트라스트는 유지(keep)할 수 있지만, 극각 10 ~ 30°범위의 콘트라스트는 극단적으로 저하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W 화소는 정면에서의 광은 누설되지 않지만, 극각을 튼 경우에 광이 누설되어 콘트라스트

가 내려간 것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결과로부터, W 화소의 ON과 OFF를 바꾸는 것으로, 정면의 콘트라스트 저하를 최소한으로 하면, 극각 방향의 시야각

에 대한 콘트라스트가 크게 저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들의 결과로부터 본 발명은 시야각 제어 기술로서는 종래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고, 특히 새로운 부품이나 액정패널을

합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조 코스트를 대폭 삭감할 수 있다.

더구나, 설계할 때에 W 화소의 면적 최적화를 행할 수 있고, W 화소는 전압에 따라 액정분자의 배향 방법을 제어할 수 있

기 때문에 시야각 제어의 정도를 전기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것에 의해 사용자가 자유롭게 기분에 따라 시야각의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본 발명의 큰 이점을 갖는다.

도 12는 호모지니어스 배향된 W 화소에서 편광축과 액정분자가 이루는 각에 대한 정면의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 도면

이다. 종축에 콘트라스트 율, 횡축에 편광축에 대한 액정분자의 각도를 나타낸다. 편광축과 액정분자의 쓰러지는 방향이

이루는 각을 0°로 했을 때, 즉, 평행일 때의 콘트라스트를 1로 하고, 상기 각이 1 내지 7°경우의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

다.

본 발명은 W 화소의 전압을 OFF로 했을 때의 액정분자가 쓰러지는 방향은, 편광축에 대해서 평행인 것이 좀더 우수한 효

과를 갖는다. 그렇지만 도 1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기 각이 0°(평행)에서 어긋남에 따라 정면의 콘트라스트가 저하하는

경향이 보여진다. 이 도면에서 콘트라스트 700 → 100(1/7=0.015)으로 되기 위해서는 6° 이내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에서 본 발명은 W 화소에 있어서 액정분자의 기울기가 편광축에 대해서 6°내지 0°범위인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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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RGB 화소 및 W 화소 공통으로 TN 모드를 갖는 액정표시 패널을 작성했는데, 예를 들면, RGB 화

소를 TN 모드로 하고, W 화소를 VA 모드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RGB 화소를 VA 모드로 하고, W 화소를 TN 모드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시예 3

상기와 같이 VA 방식의 액정표시소자에 있어서는, 전원이 ON될 때에 액정분자가 전기력선을 따라 수직 방향으로 향해서

기울어진 구성을 갖는다. 그러나 상기 액정분자의 각각 경사 방향이 일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불규칙한 광을 효율 좋게 스

위칭할 수 없다.

그래서 액정분자를 일정 방향으로 기울게 하는 방법으로서, 리브(rib) 형상의 돌기를 형성하여 제어하는 리브법이나, 슬릿

을 형성하여 제어하는 방법, 및 액정에 대해서 광을 기울어지게 조사하여 일정의 각도를 형성하는 방법 등 공지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실시예에서는 방향제어를 보다 정확하고 값싸게 제조 가능한 리브 형상 구조를 형성하여 시야각 제

어 가능한 액정표시소자 및 액정표시소자에 있어서 사용 가능한 칼라 필터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14는 종래의 칼라 필터상에 리브가 형성된 상태를 나타낸 상면도이다. 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칼라 필터 상에 리브

형상의 돌기(36)를 형성하고, 액정분자가 전계에 의해 기울어질 때 이들 리브 형상의 돌기(36) 영향으로 장축 방향에 대해

서 수직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경사지는 것을 제어하고 있다.

도 15는 본 발명의 돌기(36)를 형성한 상태의 RGB 화소와 W화소의 배치예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RGB 화소와 W 화소의

배열은 이것에 한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배열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RGB 화소에 배치되는 리부 구조와, W 화소에 배치되는 리브 구조끼리는 장축 방향에 대해서

일정의 각도, 바람직하게는 45°를 이루도록 배치되어 있다.

도 16은 VA 배향 방식에서의 리브 구조(36)에 의한 액정분자의 동작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VA 모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 3에 나타낸 상태와 동일하고, 도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원 OFF때는 전계가 없기 때문에 액정

분자는 기판에 대해서 수직으로 배향하고 있다.

편광판(22)은 크로스니콜로 부착되어 두기 때문에, 편광 입사한 광은 리타데이션없이 그대로 투과하여 흑(黑)이 된다. 그

것에 전원을 ON으로 하고 전계를 걸어주면, 액정분자는 부(負)의 유전율 이방성을 갖기 때문에 전기력선에 대해서 수직으

로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액정분자는 수직방향으로부터 쓰러지는 방향으로 액정분자 구조가 변화한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서는 그 액정분자의 쓰러지는 방향을 제어하기 때문에 리브의 장축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액정

분자가 쓰러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도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리브(36)를 배치하는 것으로 액정분자의 쓰러지는 방향을 제

어한다.

본 발명에서는 시야각 제어 기능을 갖기 때문에, RGB 화소의 액정분자와 W 화소의 액정분자 사이에, 전원을 ON으로 했을

때 배향 방향이 다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17은 하나의 화소를 보았을 때의 RGB와 W 화소의 전원이 OFF인 경우와 ON인 경우의 액정분자의 배향하고 있는 모양

을 나타낸 상면도이다.

도 17A 및 B는 RGB 화소, 도 17C 및 D는 W 화소의 액정분자에 전계를 ON, OFF 했을 경우의 액정 동작 방향을 나타낸다.

여기서, 실선과 점선은 편광판의 흡수축을 나타내고 있다. 도 17A 및 B에 관해서 전계 OFF일 때는 수직 배향하고 있기 때

문에 액정분자는 ○로 보이지만, ON일 때는 편광판의 흡수축에 대해서 45°가 되도록 액정패널 내에 리브 구조(36)를 배치

하여 액정분자가 쓰러지는 방향을 제어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액정분자의 배향방향이 편광판의 흡수축에 대해서 각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 입사한 편광에 리타데이

션을 가질 수 있고, 대항의 편광판으로부터 광이 누설되어 광시야각인 영상을 투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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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17C 및 D의 W 화소에 관해서는 W 화소의 액정분자의 배향방향은 전계 OFF일 때는 수직 방향하고 있기 때문에

액정분자는 ○로 보이지만, ON일 때는 리브 구조물(36)이 RGB 화소의 경우와 다르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것에 의해 편광판

의 흡수축에 대해서 평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액정분자를 배향시키도록 해 둔다.

통상, 광시야각 모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W 화소를 OFF로 하면 RGB 화소에 의해 종래의 수직 배향 패널과 동등의 시

야각 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협시야각으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계를 걸어주는 것으로 편광판의 흡수축에 평행 혹은 수직 방향으로 배향시키

는 것으로, 예를 들면, 도 17의 경우에서는 실선 화살표를 따른 시야각에서는 입사한 편광 리타데이션이 발생하지 않기 때

문에 광이 누설되지 않는 것, 그 이외의 각도(특히 점선 화살표 방향)를 따른 시야각에서는 입사한 편광에 리타데이션이 발

생하기 때문에 W 화소로부터 광이 누설되기 때문에 콘트라스트가 저하한다.

만약, 2방향(상기 예에서는 좌우)만 시야각이 좁게 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 예를 들면 인접한 열의 W 화소를 다음 점선

화살표에 대해서 평행이 되도록 W 화소의 리브 구조를 90°바꾸어 배치하는 것으로, 실선 화살표에 대해서 수직이 되도록

ON일 때에는 대향하도록 하여 주는 것으로, 2개의 W 화소가 각각 리타데이션이 발생하지 않는(광이 누설되지 않는) 방향

을 부정하는 것으로, 4방향(좌우상하) 등의 각도에서도 광이 누설되기 때문에 시야각을 완전하게 제어할 수도 있다.

물론, 정면에서는 어느 쪽으로 배향시킨 타입의 W 화소에서도 리타데이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광이 거의 누설되지 않

아 콘트라스트는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예를 들면,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W 화소의 1화소 중에 방향이 서로 장축 방향으로 수직한 리브 구

조물(36)을 형성하는 구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RGB의 1 서브화소 내에 통상은 표시에 사용되는 편광판의 흡수축과 45°로 쓰러지는 리브 형상 구조의 영역과, 시야

각 제어에 사용되는 편광판의 흡수축과 평행으로 쓰러지는 리브 형상 구조의 영역의 양쪽을 갖는 것으로 RGB의 서브화소

의 통상 표시기능에 추가로 W화소와 동등의 시야각 제어 기능을 갖는 것에 의해 W 화소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하, 상기 실시 형태의 시야 특성 제어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관해서 설명한다. 시뮬레이션은 싱텍 제품 액정광학소자 시

뮬레이터 LCD Master를 이용했다.

상기 실시형태에서 상하 기판은 두께 0.7㎜의 글라스 기판, 광학설계는 Δnd = 0.56으로 하고, 부의 유전율 이방성 액정(Δε

= -4.1)을 이용하고, 편광판의 편광축을 각각 45°와 135°로 정의했다.

그것에 3.3V의 전압을 걸었을 때의 콘트라스트를 산출했다. RGB 화소는 전압이 걸어졌을 때에 90°의 방향으로 액정분자

가 쓰러지도록 설정하고, W 화소는 상하 2개의 편광판의 편광축과 평행(정의에서는 45°와 135°의 2방향)으로 쓰러지도록

설정했다.

도 18은 RGB = 3.3V, W = 0V일 때 시야각에 대한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다. 즉 RGB 화소는 ON으로, W 화소가 OFF

인 경우이다.

도 19는 RGB = 3.3V, W = 3.3V일 때 시야각에 대한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다. 즉, RGB 화소 및 W 화소의 양측이 ON

의 경우이다. 종축에 콘트라스트 특성, 횡축에 시야각을 나타낸다. 각 그래프 곡선은 0, 10, 20, 30, 40, 50, 60°의 극각의

경우의 각 결과를 나타낸다.

상기 결과로부터 W 화소의 ON과 OFF를 바꾸는 것으로, 정면의 콘트라스트 저하를 최소한으로 해 두면, 극각 방향의 시야

각에 대한 콘트라스트가 크게 저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결과는 일 예이고, 설계할 때에 W 화소의 면적 최적화를 행할 수 있고, 더구나 사용자가 W 화소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제어하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해서 최적인 시야각 제어의 정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점이, 본 발명의 큰 이점

으로서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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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은 W = 3.3V일 때의 W 화소에서 편광축과 액정분자가 이루는 각에 대한 정면의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다. 종축

에 콘트라스트 율, 횡축에 편광축에 대한 액정분자의 각도를 나타낸다. 편광축과 액정분자에 쓰러지는 방향이 이루는 각을

0°로 했을 때 즉, 평행일 때의 콘트라스트를 1로 하고, 상기 각이 1 내지 7°일 경우의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성질상, W 화소에 전압을 걸었을 때의 액정분자가 쓰러지는 방향은 편광축에 대해서 평행인 것이 좀더 우수한

효과를 얻는다. 그러나 도 20에서 명확하게 밝힌 바와 같이, 상기 각이 0°(평행)에서 벗어남에 따라 정면의 콘트라스트가

저하하는 경향이 보인다.

도 19를 참조하면, 10°극각 방향의 콘트라스트가 약 100 ~ 200 사이인 것을 고려하면, 도 19에서는 정면의 콘트라스트가

800이므로, 콘트라스트 100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편광축과 액정분자의 쓰러지는 방향이 3°이내인 것이 바람직하

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서는 W 화소에 있어서 액정분자의 경사가 편광축에 대해서 3°내지 0°내 범위인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상기에서 표시소자로서 RGB 화소를 이용했지만, 다른 색의 화소를 표시소자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

다.

더구나, 본 발명은 W 화소에서는 간단하게 광을 제어하여 콘트라스트를 떨어뜨리는 기능뿐만 아니라, RGB에서 표시되는

본래 전달할 영상이나 정보와는 다른 영상을 내보는 것에 의해 시야각을 제어하는 수법도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종래 기술과 같이 광을 콜리메트하는 부재가 필요하지 않고, 또한 액정패널을 2장 합착하는 것 없이 액정패널 1

장만으로 해결되고, 종래의 백 라이트 방식에서도 동작하기 때문에 코스트를 내려 값싸게 양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구나 본 발명은 사용자가 화소에 걸리는 전압을 제어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에 따라 최적의 시야각 제어의 정도를 미세하

게 조절할 수 있는 이점도 갖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고분자 분산 액정패널을 이용한 시야각의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액정표시소자의 구조에서 시야각의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RGB 화소와 W 화소의 배치 예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도 4는 수직 배향 방식에서의 액정 동작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5는 수직 배향(VA)형 액정표시소자에서 RGB 화소와 W 화소의 동작방향이 다름을 나타낸 개략 상면도이다.

도 6은 RGB 화소가 전계 ON, W 화소가 전계 OFF일 때의 시야각에 대한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RGB = 3.3V, W = 3.3V일 때 시야각에 대한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W 화소가 전계 ON일 때 W 화소에서 편광축과 액정분자가 이루는 각에 대한 정면의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 도

면이다.

도 9는 트위스트 레마틱(TN)형 액정표시장치에서 RGB 화소와 W 화소의 동작방향이 다름을 나타낸 개략 상면도이다.

도 10은 RGB 화소가 전계 OFF, W 화소가 전계 ON일 때 시야각에 대한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1은 RGB 화소가 전계 OFF, W 화소가 전극 OFF일 때 시야각에 대한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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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호모지니어스 배향된 W 화소에서 편광축과 액정분자가 이루는 각에 대한 정면의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 도면

이다.

도 13은 종래의 액정표시소자의 분할 배향 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도 14는 종래의 TFT/LCD용 칼라 필터의 구성을 나타낸 상면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리브 구조물을 형성한 상태의 RGB 화소와 W 화소의 배치 예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도 16은 VA 배향 방식에서의 리브 구조물에 의한 액정분자의 동작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7은 하나의 화소를 부감했을 때의 RGB 화소와 W 화소의 전원이 OFF의 경우와 ON의 경우의 액정분자가 배향하고 있

는 모양을 나타낸 상면도이다.

도 18은 RGB = 3.3V, W = 0V일 때 시야각에 대한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9는 RGB = 3.3V, W = 3.3V일 때 시야각에 대한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0은 W = 3.3V일 때 W 화소에서 편광축과 액정분자 이루는 각에 대한 정면의 콘트라스트 특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 : 액정표시 패널

2 : 고분자 분산 액정패널

3 : 고분자 입자

4 : 입사광

5a, 5b, 5c : 출사광

6a, 6b, 6c : 출사광

10 : 액정패널

11 : 입사광

12 : 출사광

13 : W 화소에서의 출사광

20 : 액정분자

21 : 기판

22 : 편광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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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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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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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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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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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공개특허 10-2007-0070026

- 22 -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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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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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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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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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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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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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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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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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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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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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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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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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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