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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칼라 액정표시장치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칼라 액정표시장치는, 순차적으로 적층 형성된 공통전극, 칼라필터, 유리기판 및 편광판을 갖는상판부와,

상기 상판부와 소정 간격 이격되어 마련되며 편광판과, 유리기판과, 유리기판 상에 형성된 화소전극을 갖는 하판부와, 상

기 상판부와 하판부 사이의 공간에 채워진 액정을 구비하는 칼라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칼라필터의 각 색상별에 대응하는 상기 화소전극은 각 색상별로 그 폭이 각각 다르게 구성되고, 그 화소전극들 간의

슬릿폭도 각각 다르게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칼라필터의 각 색상별에 대응하는 화소 전극폭 및 전극 간의 슬릿폭이 각각 다르게 구성됨으

로써, LFI-VA 모드 및 IPS 모드 등의 화소내 전극 패턴을 이용하여 설계된 액정표시장치의 칼라 특성을 한층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7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ECB 모드의 액정표시장치의 동작원리를 보여주는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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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일반적인 IPS 모드의 액정표시장치의 동작원리를 보여주는 개요도.

도 3은 일반적인 VA-ECB 모드의 액정표시장치의 전압에 따른 파장별 투과율을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일반적인 ECB 모드의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셀 갭 보정에 의한 칼라 특성 개선 방안을 나타낸 도면.

도 5a 및 도 5b는 일반적인 LFI-VA 모드의 액정표시장치의 동작원리를 보여주는 개요도.

도 5c는 일반적인 LFI-VA 모드의 액정표시장치에서의 전압인가시 평균 액정 방향에 대한 모식도.

도 6은 일반적인 LFI-VA 모드의 액정표시장치에서의 전압에 따른 파장별 투과 특성을 보인 도면.

도 7a는 본 발명에 따른 칼라 액정표시장치의 제1실시예의 구조를 나타낸 측단면도.

도 7b는 도 7a의 칼라 액정표시장치의 하판부의 평면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칼라 액정표시장치의 제1실시예에서의 전압에 따른 파장별 투과 특성을 보인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칼라 액정표시장치의 제2실시예의 구조를 나타낸 측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501...ITO 투명전극 102,202,404,407,502,703,902...유리기판

103,203,405,408,503,704,903...편광판 104,204,409,504,706,905...액정

201a,904a...양전극 201b,904b...음전극

401,701...공통전극 402,702,901...칼라 필터

403,707,906...블랙 매트릭스 406,705,...화소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칼라 액정표시장치(liquid crystal display:LCD)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적(Red), 녹(Green), 청(Blue) 각 색상

별 전극 구조를 다르게 함으로써, 중간 색조인 그레이(gray)에서의 색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칼라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

이다.

액정(liquid crystal)은 고체와 액체의 중간 특성을 갖는 물질로서, 전압과 온도의 변화에 따라 빛을 투과 또는 차단시키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특정 부분의인가전압과 온도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명암의 상태를 제어하여 원하는 형상을 표시할

수 있다.

액정표시장치는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한 표시소자로서, 소비전력이 다른 디바이스에 비해 매우 작고, 초소형에서 대형까

지 다양한 크기의 생산이 가능하며, 표시 패턴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표시장치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복굴절(birefringence) 특성을 사용하는 모드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이중에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상,하부 전극을 사용하여 액정이 전압인가에 따라 수평과 수직을 오가면서 광을 조절

하는 ECB (electrically controlled birefringence) 모드가 가장 기본적인 모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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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CB 모드에는 초기상태가 "스테이트1"에서 전압 인가에 따라 "스테이트3"으로 액정의 상태가 변해가는 VA(vertical

alignment;수직 배향)-ECB 모드와, 초기상태가 "스테이트3"에서 "스테이트1"로 액정의 상태가 변해가는 "homogeneous

ECB;수평배향 ECB" 모드가 있다.

도 1에서 참조번호 101은 전압 인가에 따라 전계를 형성하는 ITO(Indium Tin Oxide)로 이루어진 투명전극, 102는 상기

투명 전극의 형성을 위한 베이스를 마련해주는 유리기판, 103은 광을 선택적으로 투과 혹은 차단시키는 편광판, 104는 투

명 전극간에 형성된 전계에 의해 전기광학적 동작 특성을 보이는 액정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횡전계 방식으로 전압 인가에 따라 "스테이트1"과 "스테이트2"를 오가는 모드가 있다. 도

2에서 참조번호 201a는 플러스(+)(또는 마이너스) 전극, 201b는 마이너스(-)(또는 플러스) 전극, 202는 유리기판, 203은

편광판, 204는 액정을 각각 나타낸다.

이와 같은 모드의 기본 원리는 액정의 굴절율 이방성과 액정 평균방향과 편광판 방향 사이의 각도 관계에 의하여 광을 조

절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드의 정면에서의 광투과율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1

여기서, θ는 입사광쪽의 편광판 투과축과 액정방향 사이 각도, d는 셀갭, 는 유효굴절율, 는 광의 파장을 각각 나타

낸다.

이상과 같은 모드는 상기 수학식 1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광을 조절하기 위하여 θ를 조절하는 모드, 즉 IPS(In Plane

Switching)모드와 (위상차)를 조절하는 모드(ECB 모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위상차)를 조절하는 모드(ECB 모드)인 경우(θ는 보통 45도를 이용함)에는, 액정에 전압이 인가되어 가

변할 때 파장별로 위상차( )가 다르게 변함에 따라 도 3의 특성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레이(gray)에서의 칼라

(color) 특성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칼라 별로 셀갭(d)을 다르게 하여 칼라의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이 모

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공정상의 난점을 가지고 있다.

칼라 필터의 두께를 다르게 할 경우에 절대 투과율을 보정해 주기 위해 재료적 특성을 변형해야 하고, 셀갭 균일도를 확보

하기 어려우며, 러빙(rubbing) 공정 수행 시 액정의 배향 균일성을 확보하기가 또한 용이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LCD 공정 수율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 4에서 참조번호 401은 공통전극,

402는 칼라필터, 403은 화소 경계부분에서 색번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질로서, 근접 색끼리의 간섭 효과를 막아서 색순도

를 유지하기 위한 블랙 매트릭스(black matrix), 404,407은 유리기판, 405,408은 편광판, 406은 적, 녹, 청 각 색상별에

대응하는 화소전극, 409는 액정을 각각 나타낸다.

한편, 이상에서와 같은 복굴절 모드를 응용한 것중의 하나로 LFI(lateral field induced)-VA 모드가 있다. 이 모드는 도 5a

및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판의 공통전극과 하부판의 패턴화된 전극 구조를 갖는 것으로서, 상부판은 슬릿 방향으

로 러빙한 구성을 갖는다. 도 5a 및 도 5b에서 참조번호 501은 ITO 전극, 502는 유리기판, 503은 편광판, 504는 액정을

각각 나타낸다.

이 모드에서는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액정의 배향 분포가 거의 수직이므로, 광이 통과하지 못한다. 전압인가

시 하부판의 전극 구조에 의한 횡전계와 수직전계의 복합 작용에 의해 멀티-도메인(multi-domain) 구조를 갖는다. 이 구

조의 가장 간단한 모식도는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 구조에서 전압 인가 시 하부판 전극과 슬릿 경계부의 액정 방향은 약간의 비틀린 구조를 가지게 되며, 전극의 좌,우에

위치한 도메인이 서로 90도 시야각 방향이 다른 ECB 특성을 보인다. 파장별 투과 특성을 보면,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압에 따른 투과 특성이 파장별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그레이별 칼라 특성 변화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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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각 색상별 전극 구조를 다르게 함으로써, 중간 색조인 그레이에서

의 색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칼라 액정표시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칼라 액정표시장치의 제1실시예는, 순차적으로 적층 형성된 공통전극, 칼

라필터, 유리기판 및 편광판을 갖는상판부와, 상기 상판부와 소정 간격 이격되어 마련되며 편광판과, 유리기판과, 유리기

판 상에 형성된 화소전극을 갖는 하판부와, 상기 상판부와 하판부 사이의 공간에 채워진 액정을 구비하는 칼라 액정표시장

치에 있어서,

상기 칼라필터의 각 색상별에 대응하는 상기 화소전극은 각 색상별로 그 폭이 각각 다르게 구성되고, 그 화소내의 전극들

간의 슬릿폭도 각각 다르게 구성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칼라 액정표시장치의 제2실시예는, 순차적으로 적층 형성된 칼라필

터, 유리기판 및 편광판을 갖는 상판부와, 상기 상판부와 소정 간격 이격되어 마련되며 편광판과, 유리기판과, 유리기판 상

에 형성된 화소전극을 갖는 하판부와, 상기 상판부와 하판부 사이의 공간에 채워진 액정을 구비하는 칼라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칼라필터의 각 색상별에 대응하는 상기 화소전극은 각 색상별로 그 폭이 각각 다르게 구성되고, 그 화소내의 전극들

간의 슬릿폭도 각각 다르게 구성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도 7a 및 도 7b는 본 발명에 따른 칼라 액정표시장치의 제1실시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도 7a는 측단면도이고, 도 7b는 도

7a의 칼라 액정표시장치에서의 하판부의 평면도이다.

도 7a 및 도 7b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칼라 액정표시장치의 제1실시예는 LFI-VA 모드의 액정표시장치로서, 전압

인가에 따라 전계를 형성하는 양측 전극 중의 일측 전극으로서의 공통전극(701)과, 각 색상에 따른 특정 파장의 광만을 통

과시키는 칼라필터(702)와, 전계 형성을 위한 양측 전극의 형성을 위한 베이스를 마련해 주는 유리기판(703) 및 광을 선택

적으로 투과 혹은 차단시키는 편광판(704)이 순차적으로 적층 형성되는 상판부와, 그 상판부와 소정 간격 이격되어 마련

되며 또 다른 편광판(704') 및 유리기판(703')과 그 유리기판(703') 위에 적, 녹, 청 각 색상별에 대응하여 형성되는 화소전

극(705)을 갖는 하판부와, 상기 상판부와 하판부 사이의 공간에 채워지는 액정(706)을 구비한다.

여기서, 특히 상기 칼라필터(702)의 각 색상별에 대응하여 각각 마련되는 상기 화소전극(705)은 본 발명의 특징에 따라 각

색상별로 그 폭이 각각 다르게 구성되고, 그 화소내의 전극들 간의 슬릿폭도 각각 다르게 구성된다.

즉, 상기 적, 녹, 청 각 색상별에 대응하여 각각 마련되는 상기 화소전극 (705)의 폭을 각각 ER, EG, EB라 하면, 바람직하게

는 이들 상호 간에는 ER≤EG≤EB 의 관계를 가지도록 적, 녹, 청 각 색상별 화소전극(705)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적, 녹, 청 각 색상별 화소전극들 간의 슬릿폭을 각각 SR, SG, SB라 하면, 바람직하게는 이들 상호 간에는

SB≤SG≤SR 의 관계를 가지도록 적, 녹, 청 각 색상별 화소전극들 사이의 슬릿폭이 조정되는 것이다. 참조번호 707은 블랙

매트릭스를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칼라 액정표시장치의 제1실시예에 있어서, 전극폭이 슬릿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질수록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투과율이 임계 전압(threshold voltage)값 이상에서 빠르게 증가하다 포화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청색(B) 화소의 투과율이 녹색(G)이나 적색(R)에 비해 동일한 크기의 전압에서 커져야 함

을 알 수 있는 바, 상기 제1실시예의 전극 구조는 바로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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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감특성은 녹색이 가장 좋으므로, 휘도는 녹색의 전압특성을 따른다. 그러나, 칼라 특성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전극폭:슬릿폭이 7:8로 적, 녹, 청 화소가 동일하게 설계된 경우와, 청색 화소는 10:5로, 녹색과 적색 화소는

7:8로 설계된 경우의 하나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적,녹,청 화소가 모두 7:8인 구조에서의 색차(color difference)는

0.0661이고, 청색 화소가 10:5로 변형된 구조에서의 색차는 0.0443으로, 후자의 변형된 구조에서 약 33%의 칼라 특성 개

선 효과를 보였다.

또 다른 예로, 적,녹,청 화소가 모두 10:5로 설계된 경우와, 녹색과 청색 화소는 10:5로, 적색 화소는 7:8로 설계된 경우에

서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적,녹,청 화소가 모두 10:5인 구조에서의 색차는 0.0541이고, 적색 화소가 7:8로 변형된 구조에

서의 색차는 0.0312로, 후자의 변형된 구조에서 약 42%의 칼라 특성 개선 효과를 보였다.

한편,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칼라 액정표시장치의 제2실시예의 측단면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칼라 액정표시장치의 제2실시예는 IPS 모드의 액정표시장치로서, 각 색상에 따른 특정

파장의 광만을 통과시키는 칼라필터 (901)와, 그 칼라필터(901)의 형성을 위한 유리기판(902)과, 광을 선택적으로 투과

혹은 차단시키는 편광판(903)이 순차적으로 적층 형성되는 상판부와, 그 상판부와 소정 간격 이격되어 마련되며 또 다른

편광판(903')과, 유리기판(902')과, 그 유리기판(902') 위에 형성되는 양극의 화소전극(904a)과 음극의 화소전극(904b;공

통전극이라고 할 수도 있다)을 갖는 하판부와, 상기 상판부와 하판부 사이의 공간에 채워지는 액정(905)을 구비한다.

여기서, 특히 상기 칼라필터의 각 색상별에 대응하여 각각 마련되는 상기 화소전극(904a)(904b)은 상기 제1실시예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각 색상별로 그 전극폭이 각각 다르게 구성되고, 그 화소내의 전극들 간의 슬릿폭도 각각 다르게 구성된

다. 참조번호 906은 블랙 매트릭스를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칼라 액정표시장치의 제2실시예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기 제1실시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극폭 및 슬릿폭을 다양하게 변경 설계함으로써 칼라 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칼라 액정표시장치는 종래와는 달리 칼라필터의 각 색상별에 대응하는 화소 전극

폭 및 전극 간의 슬릿폭이 각각 다르게 구성됨으로써, LFI-VA 모드 및 IPS 모드 등의 화소전극 패턴을 이용하여 설계된

액정표시장치의 칼라 특성을 한층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순차적으로 적층 형성된 공통전극, 칼라필터, 유리기판 및 편광판을 갖는상판부와, 상기 상판부와 소정 간격 이격되어 마

련되며 편광판과, 유리기판과, 유리기판 상에 형성된 화소전극을 갖는 하판부와, 상기 상판부와 하판부 사이의 공간에 채

워진 액정을 구비하는 칼라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칼라필터의 각 색상별에 대응하는 상기 화소전극은 각 색상별로 그 폭이 각각 다르게 구성되고, 그 화소전극들 간의

슬릿폭도 각각 다르게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적, 녹, 청 각 색상별 화소전극의 폭을 각각 ER, EG, EB라 하면, 이들 상호 간에는 ER≤EG≤EB 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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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적, 녹, 청 각 색상별 화소전극들 간의 슬릿폭을 각각 SR, SG, SB라 하면, 이들 상호 간에는 SB≤SG≤SR 의 관계를 가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4.

순차적으로 적층 형성된 칼라필터, 유리기판 및 편광판을 갖는 상판부와, 상기 상판부와 소정 간격 이격되어 마련되며 편

광판과, 유리기판과, 유리기판 상에 형성된 화소전극을 갖는 하판부와, 상기 상판부와 하판부 사이의 공간에 채워진 액정

을 구비하는 칼라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칼라필터의 각 색상별에 대응하는 상기 화소전극은 각 색상별로 그 폭이 각각 다르게 구성되고, 그 화소전극들 간의

슬릿폭도 각각 다르게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5.

제 1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의 폭과 화소 전극간의 슬릿 폭이, 같은 색상에 대해서는 같은 화소전극 폭과 슬릿 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칼라 액정 표시장치.

청구항 6.

제 1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칼라에 대응하는 화소전극이 R,G,B 화소에 대응하는 화소전극일 때, 상기 R,G,B 각 색상에 대응하는 각각의

화소전극에 대하여 그 화소전극 폭과 슬릿 폭의 비(화소전극 폭 : 슬릿 폭)가 각각의 색상별로 서로 다른 값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액정 표시장치.

청구항 7.

제 1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칼라에 대응하는 화소전극이 R,G,B 화소에 대응하는 화소전극일 때, 상기 R,G,B 각 색상에 대응하는 각각의

화소전극의 폭과 그 화소전극의 슬릿 폭의 비(화소전극 폭 : 슬릿 폭)가 R,G는 ER : SR = EG : SG 로 서로 같고, B에 대해서

는 그 비 EB : SB가 상기 R,G의 경우와 다른 값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액정 표시장치.

청구항 8.

제 1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칼라에 대응하는 화소전극이 R,G,B 화소에 대응하는 화소전극일 때, 상기 R,G,B 각 색상에 대응하는 각각의

화소전극의 폭과 그 화소전극의 슬릿 폭의 비(화소전극 폭 : 슬릿 폭)가 G,B는 EG : SG = EB : SB 로 서로 같고, R에 대해서

는 그 비 ER : SR가 상기 G,B의 경우와 다른 값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액정 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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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칼라에 대응하는 화소전극이 R,G,B 화소에 대응하는 화소전극일 때, 상기 R,G,B 각 색상에 대응하는 화소전

극의 폭 ER, EG, EB 가 ER ≤ EG ≤ EB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액정 표시장치.

청구항 10.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칼라에 대응하는 화소전극이 R,G,B 화소에 대응하는 화소전극일 때, 상기 R,G,B 각 색상에 대응하는 화소전

극의 슬릿 폭 SR, SG, SB 가 SB≤SG≤SR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칼라 액정 표시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607741

- 7 -



도면3

도면4

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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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도면6

도면7a

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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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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