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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에 관한 것으로서, 표면을 갖는 기판; 상기 기판위의 화소전극; 상기 기판
위의 제1액정층; 상기 제1액정층 위의 제2액정층; 상기 제2액정층 위에 형성된 카운터 전극; 및 상기 제1
액정층과 제2액정층 사이에 제공된 분리부재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제1및 제2액정층은 브래그 반사(같은 
꼬임 방향내 선택적인 반사를 하는)를 하는 액정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분리층은 광학 보상기를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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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인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의 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2는 본 발명인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의 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3은 본 발명인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의 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4는 본 발명인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의 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5는 본 발명인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의 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6은 본 발명인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의 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7은 본 발명의 상기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에 사용되는 분리부재의 형성 공정을 설명하는 여러 단계의 단
면도.

도8은 본 발명의 상기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에 사용되는 분리부재의 형성 공정을 설명하는 여러 단계의 단
면도.

도9은 본 발명의 상기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에 사용되는 분리부재의 형성 공정을 설명하는 여러 단계의 단
면도.

도10은 본 발명의 상기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에 사용되는 분리부재의 형성 공정을 설명하는 여러 단계의 
단면도.

도11은 본 발명의 상기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에 사용되는 분리부재의 형성 공정을 설명하는 여러 단계의 
단면도.

도12은 본 발명의 상기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에 사용되는 분리부재의 형성 공정을 설명하는 여러 단계의 
단면도.

도13은 본 발명의 상기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에 사용되는 분리부재의 형성 공정을 설명하는 여러 단계의 
단면도.

도14은 본 발명의 상기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에 사용되는 분리부재의 형성 공정을 설명하는 여러 단계의 
단면도.

도15은 본 발명의 상기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에 사용되는 분리부재의 형성 공정을 설명하는 여러 단계의 
단면도.

도16은 본 발명의 상기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에 사용되는 분리부재의 형성 공정을 설명하는 여러 단계의 
단면도.

도17은 본 발명의 상기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에 사용되는 분리부재의 형성 공정을 설명하는 여러 단계의 
단면도.

도18은 본 발명의 상기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에 사용되는 분리부재의 형성 공정을 설명하는 여러 단계의 
단면도.

도19(a) 및 도19(b)는 반사 및 파장에 대한 그래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12, 21, 22, 101, 102 : 기판           17, 27 : 스페이서 볼

13, 14 : 전극층                           15, 16 : 정렬필름

18, 28 : 액정물질                         117, 118 : 액정층

103 : 분리부재                            108 : 제2전극

109 : 제1전극                             107 : 스루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능동 매트릭스 타입의 액정표시장치가 개발 및 공급되고 있다. 이 능동 매트릭스 타입의 액정표시
장치는 기판위에 개개의 화소로 나뉘어지는 전극이 있고 상기 각각의 화소전극에는 박막 트랜지스터(TF
T)와 같은 스위칭 소자에 의해 전압이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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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액정표시장치는 꼬임 네마틱 액정표시장치(TNLCD), 표면 안정 강유전성 액정표시장치(SSFLCD) 및 
반 강유전성 액정표시장치(AFLCD) 등을 포함하는데, 이것들은 액정물질의 광학적 특성의 변화를 이용하여 
편광판을 사용함으로써, 밝은 상태와 어두운 상태 사이의 전환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편광판
은 그러한 디스플레이 모드를 갖는 액정표시장치의 필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의 광학적 이용 효율
은 많아야 약 50% 정도이다.

George H Heilmeier와 Joel E Goldmacher(Appl. Phys. Lett 13. 1968)은 액정물질의 복합 꼬임 구조로 인
해 특정파장을 가진 빛이 선택적으로 반사(브래그 반사)되는 콜레스테릭 액정물질을 사용하여 선택적인 
반사 모드라 불리는 디스플레이 모드를 다루었다. 이 모드에서, 투명한 상태에서 분산(또는 약한 분산)상
태로의 변화로 광학 스위치가 된다. 상기 투명 상태는 가시 영역을 제외한 광학 파장의 반사가 평면구조 
상태내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타난다. 상기 평면구조 상태는 나선형 축이 상기 디바이스 기판면에 실제
로 수직으로 정렬된 상태이다. 그러면 상기 분산(또는 약한 분산)상태가 원뿔형 초점구조 상태내에서 만
들어진다. 상기 원뿔형 초점구조 상태는 상기 나선형 축이 상기 기판표면과 실제로 나란하다.

이 모드는 평면 상태내의 가시영역 투명 상태 및 원뿔형 초점 상태내의 약한 분산 전송상태에 의해 디스
플레이가 수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콘트라스트 표시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시계방향 또는 반 
시계방향 원형 파의 특정 파장 영역만이 반사되므로 상기 평면 구조로 상기 반사효과를 고려하면, 상기 
반사율은 50%의 한계값을 갖는다.

이 모드로 50% 이상의 반사율을 갖는 시스템이 일본 특허공보 제H7-287214호에 서술되어 있다. 이 시스템
에서는, 오직 시계방향의 원형 파만 선택적으로 반사시키는 시계방향 회전 폴리머 분산 타입 콜레스테릭 
액정(PDCLC)층 및 오직 반 시계방향의 원형 파만 선택적으로 반사시키는 반 시계방향 회전 PDCLC 층이 투
명 전극으로 형성된 기판의 세트 사이에 클램프 되어 있다. 이 시스템으로 반 시계 및 시계방향 원형 파 
모두 반사될 수 있으므로, 50% 이상의 반사율이 기대된다. 그러나, 폴리머 분산 타입 구조이기 때문에, 
꼬임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매트릭스 상태를 정확히 제어하기가 어렵다. 또한, 상기 폴리머로 된 혼합 조
건의 형성으로 구동 전압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높은 임계값을 갖는 물질의 경우에는 상기 액정 물질의 
꼬임 구조로 인해, 구동을 위해 극도로 높은 전압이 요구된다.

이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는 빛이 전송될 때 분산되기 때문에, 콘트라스트가 증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교적 높은 구동 전압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높은 반사율 및 높은 빛 이용효율
을 갖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낮은 구동전압의 액정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 발명은 표면을 갖는 기판; 상기 기판의 표면에 있는 화소 전극; 상기 기판상
에 제공된 제1액정층; 상기 제1액정층상에 제공된 제2액정층; 상기 제2액정층상에 형성된 카운터 전극; 
및 상기 제1액정층과 제2액정층 사이에 제공된 분리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1액정층 및 제2액정층은 꼬
임 방향이 같은 브래그 반사(Bragg reflection, 선택적 반사)를 하는 액정물질을 포함하며, 상기 분리층
은 광학 보상기(optical compensator)를 포함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표면을 갖는 기판; 상기 기판의 표면에 있는 화소전극; 상기 기판상에 제공된 제1액정층; 상기 
제1액정층상에 제공된 제2액정층; 상기 제2액정층상에 형성된 카운터 전극; 및 상기 제1액정층 및 제2액
정층 사이에 제공된 분리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1및 제2액정층은 브래그 반사(선택적 반사)를 하며 각
각 반대의 꼬임 방향을 가지는 비 폴리머 액정 물질을 포함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상기 제1액정층은 꼬임 피치(p1)를 갖는 액정 물질이고 상기 제2액정층은 꼬임 피치(p2)를 갖
는 액정 물질이며, 상기 분리 부재는 선택 반사 파장 중간 값 λ'=n'p2(n'는 빛의 진행방향에서의 상기 
제2액정층내의 상기 액정층 물질의 평균굴절율이다)을 갖는 파장 폭이 Δn'p2(여기서 Δn'는 상기 제2액
정층의 상기 액정 물질의 광학적 이방성이다 : Δn'=ne-no)인 빛의 보통의 광학 성분 및 보통과 다른 광
학 성분 위상의 약 λ'/2로 오프셋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 제1액정층의 액정 물질의 상기 브래그 반사(선택적 반사) 중심파장(λ1)과 상기 제2액정
층의 액정 물질의 상기 브래그 반사(선택적 반사) 중심파장(λ2)의 차이(Δλ)가 30㎚＜Δλ＜100㎚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 분리 부재의 두께가 1㎛ 또는 그 이하이고, 400㎚에서 650㎚의 파장을 갖는 빛을 투과시
킬 수 있는 물질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 제1액정층이 카이랄 네마틱(chiral nematic) 액정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제2액정
층은 카이랄 네마틱 액정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제1액정층 및 제2액정층은 같은 방향의 원형 파
(circular wave)를 반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상기 제1액정층은 카이랄 네마틱 액정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제2액정층은 카이랄 네마
틱 액정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제1액정층 및 제2액정층은 반대방향의 원형 파를 반사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 제1액정층에 대향하는 상기 분리 부재의 표면에 형성된 제1전극; 및 상기 제2액정층에 대
향하는 상기 분리 부재의 표면에 형성된 제2전극을 추가적으로 구비하고, 상기 제1전극 및 제2전극은 상
기 분리 부재에 제공된 스루 홀(through hole)을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사형 액정표시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 분리 부재가 두께에 이방성 전기 전도특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
자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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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 카이랄 네마틱 액정물질이 상기 네마틱 액정과 콜레스테릭 액정을 포함하는 카이랄 물질
의 혼합 액정이고, 350㎚ 내지 650㎚ 파장의 빛이 상기 액정의 꼬임 구조로 인해 반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 제1액정층을 구성하는 상기 카이랄 네마틱 액정물질의 꼬임 방향과 상기 제2액정층을 구
비하는 상기 카이랄 네마틱 액정물질의 꼬임 방향이 같고, 상기 위상 보상기가 상기 제2액정층을 통해 원
형파를 다른 방향으로 지나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 분리 분재가 서로 붙어 형성된 유리기판 사이의 광학 필름을 클램프하여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 분리 부재위에 형성된 상기 제1및 제2전극이 각 화소용으로 형성되고, 다른 화소와 전기
적으로 서로 독립적이고, 전하의 입/출력이 없는 플로우팅 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
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 제1및 제2전극의 표면 영역이 각각 같거나 또는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형 액정표
시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 제2전극의 표면 영역이 상기 제1전극의 표면 영역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형 액
정표시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제1액정층; 상기 제1액정층상에 제공된 제2액정층; 및 상기 제1액정층과 상기 제2액정층 사이
에 제공된 분리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1및 제2액정층은 꼬임 방향이 같은 브래그 반사(선택적 반사)를 
하는 액정 물질을 포함하고, 상기 분리 층은 광학 보상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형 액정표
시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목적 및 장점은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될 것이며, 일부는 상세한 설명으로부
터 명백히 될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 및 장점들은 첨부된 청구항에 기재된 수단 및 조합으로 실현
되고 얻어질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명세서의 일부분을 이루며 구체화되는 첨부도면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할 것이며, 상기한 
일반적인  설명  및  하기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할 
것이다.

본 발명을 실제로 사용하는 적절한 모드를 아래에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방법으로 수정 가능한 
본 발명의 설명을 위한 하나의 실제적인 예에 불과한 것이다.

카이랄 물질로 구성된 카이랄 네마틱 액정, 예를들어 콜레스테릭 물질과 네마틱 액정의 혼합물질은 본 발
명의 상기 액정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상기 액정물질은 폴리머 물질 매트릭스와의 혼합물이 아니다. 또
한, 상기 카이랄 네마틱 액정은 상기 네마틱 액정에 카이랄 에이젼트(chiral agent)를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50%로 주입하는 것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그의 자기 코일링 피치(self-coiling pitch)
에 따라 상기 30%의 카이랄 에이젼트 보다 적을 수도 있다.

350㎚ 내지 650㎚ 파장의 빛이 상기 카이랄 네마틱 액정에 반사될 수 있다. 더욱이, 1 내지 3 중량%의 비
율로, 퍼플루오로알킬(perfluoro- alkyl) 화합물 등을 상기한 카이랄 네마틱 액정에 첨가하는 것은 선택
가능한 반사 파장의 범위를 넓히는 이익이 있다.

본 발명의 상기 액정표시장치의 기판 물질의 예로는 유리 기판, 투명 수지기판, 또는 내열수지기판 등이 
있다.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에서,  상기  기판  표면에  분포하는  수지  볼(resin  ball)이  스페이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상기 기판표면에 불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고 상기 기판이 조립될 때 각각의 스페이서가 서로 
접촉할 위험도 없기 때문에 상기 기판표면상에 미리 일정한 간격으로 절연기둥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본 발명에서, 본 발명의 상기 브래그 반사는 상기 액정물질이 평면 구조의 액정물질의 꼬임 축(나선형 
축)과 평행하게 주입된 빛을 반사하는 선택적인 반사이다. 상기 빛은 두 개의 원형 파, 즉 시계방향 및 
반 시계방향 원형 파로 나뉘어 진다.

이 빛 중 하나가 투과되는 반면, 다른 하나는 본 발명의 상기 액정층에서 전반사된다. 따라서, 상기 원형 
파의 방향은 상기 원형 파와 같은 방향을 갖는 액정물질에서 선택적으로 반사된다.

본 발명에서, 상기 제1셀내의 제1액정층 및 상기 제2셀내의 상기 제2액정층은 서로 다른 선택적 반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만일 상기 제1셀 내의 상기 제1액정층이 시계방향 원형 파를 반사하고 상기 제2액정층
이 반 시계방향 원형 파를 반사한다면, 상기 제1셀과 제2셀 사이에 배치된 상기 분리 부재는 어떠한 광학
적 회전력도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구조는 빛을 효과적으로 반사한다.

상기 액정층으로 만들어진 반사된 빛의 파장은 서로 같을 수 있다. 그러나 선택적 반사가 넓은 파장 영역
을 갖기 때문에 상기 각 액정층의 선택적 반사(브래그 반사)의 중심 파장이 약 30 내지 100㎚ 차이가 나
는 것이 좋다. 따라서, 상기 제1액정층의 선택적 반사 중심파장(λ1)과 상기 제2액정층의 선택적 반사 중
심파장(λ2)간의 차이(Δλ)는 30㎚＜Δλ＜100㎚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19 참조). 만일 Δλ가 100
㎚보다 크다면, 상기 반사되는 파장은 두 개의 피크 반사를 갖게 되어, 상기 디스플레이가 두 가지 색깔
로 색이 나타나는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다.

본 발명에서, 상기 제1셀내의 상기 제1액정층 및 같은 선택적 반사를 하는 상기 제2액정층의 경우에, 예
를들어 만일 상기 제1및 제2액정층이 모두 시계방향 원형 파를 반사하거나 또는 반 시계방향 원형 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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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한다면, 상기 제1셀 및 제2셀 사이에 배치된 상기 분리 부재가 광학적 회전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상기 분리 부재는 상기 제1셀을 통과한 후에 시계방향에서 반 시계방향으로 또는 반 시계방향에서 시
계방향으로 상기 원형 파를 바꾼다.

이 경우, 상기 분리 부재는 평균 굴절율 n'와 상기 진행방향의 상기 제1및 제2셀의 상기 제2셀 내의 상기 
제2액정층의 꼬임 피치(p2)에 의해 결정되는 선택적 반사 파장 중심값 λ'-n'p2을 갖는 파장 폭이 Δ
n'p2(여기서 Δn'는 상기 제2셀내의 상기 제2액정층의 광학 이방성임)인 빛의 보통의 광학 성분 및 보통
이 아닌 광학 성분을 약 λ/2 위상만큼 옮겨놓는 기능을 갖는 광학 보상기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분리 부재에 사용된 상기 박막 필름 물질은 액정분자를 투과하거나 또는 통과해서는 
안되며, 상기 액정 물질에 용해되지 않는 전기적 절연물질이어야 하는데, 예를들면 상기 박막필름은 폴리
이미드(polyimide), 폴리아미드(polyamide) 또는 폴리아믹산(polyamic acid)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또한, 상기 필름 물질이 광학 회전력을 보임에 따라, 이것과 동일한 굴절율을 갖는 폴리머 액정물질 또는 
무기물질 등과 같은 높은 굴절율의 물질이 첨가될 수 있다. 유연성을 고려하면, 상기 박막은 유기 박막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스절연 특성을 고려하면, 상기 유기 박막 맨 위에 무기물 절연 물질의 매우 얇
은 필름 코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유연성 있는 무기물질 박막이 이상적이다.

상기 두 개(위쪽 및 아래쪽)의 액정층의 시차(視差)를 고려하면, 상기 박막의 두께는 1㎛ 이하인 것이 적
당하다. 이 두께를 갖고 상기 물질로 구성된 박막은 400㎚ 내지 650㎚의 파장을 갖는 빛을 잘 
투과시킨다.

또한, 상기 박막은 물-표면 확장 필름(water-surface expansion film)(약 100Å의 두께의 필름들의 적층 
필름)으로 형성된다.

상기 박막은 스페이서가 있는 기판에 밀어 넣어 한 쌍의 기판으로 셀이 조립될 때 둘 또는 그 이상의 영
역을 형성한다. 특히, 한 쌍의 기판의 각 대향 표면상에 스페이서가 있어, 상기 박막이 삽입되고, 상기 
각 기판은 서로 마주보게 배치된다. 이 수단으로, 상기 셀은 상기 각 기판상에 형성된 상기 스페이서에 
의해 압축되는 박막에 의해 상기 필름 두께 방향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 여러 영역 깊이 전체(상기 액정층의 두께)는 상기 기판 깊이(D)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만일 
상기 박막이 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진 액정셀을 두께 방향에서 두 영역으로 나누면, 이 각 영역의 상기 깊
이(상기 액정층의 두께)가 D1과 D2라면, 상기 박막의 두께는 작으므로, D1 + D2 = D(이것은 고정값임)라
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각 영역사이에 잘 규정된 경계의 나타남 없이 화상 질의 균일함이 유지될 수 
있다.

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은 서로 시계방향의 광학 원형 파를 반사하는 액정물질을 포함하는 영역 및 반 
시계방향의 광학 원형 파를 반사시키는 액정물질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상기 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은 원형 파의 같은 방향을 반사하는 액정물질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 경우 상기 박막은 광학적인 회전력을 갖는다.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를 제조하는 종래의 방법과 비교해서, 상기 셀은 한 쌍의 기판의 양 기판 모두에 
분포해 있는 스페이서와 함께 조립된다. 이것은 상기 스페이서에 의해 고정된 기판 공간을 유지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공간을 자동적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이룰 수 있는데, 상기 박막은 상기 공간이 둘 이
상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상기 액정물질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방법으로 지지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자세한 구조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본 발명의 제1실시예
가 도1에 나타나 있다. 이 액정표시장치는 제1셀(1), 제2셀(2) 및 상기 제1셀(1)과 제2셀(2) 사이에 끼워
진 분리 부재(3)로 구성되어 있다.

제1셀(1)은 ITO 또는 Al같은 도체물질 또는 반도체 물질을 포함하는 전극층(13, 14)를 한 쌍의 투명한 기
판(11, 12)상에 각각 형성하여 제조된다. 제1셀(1)은 전극층(13, 14)위에 정렬 필름(15, 16)을 형성하여 
제조된다. 제1셀(1)은 필요하다면 상기 각 정렬 필름(15, 16)상에 미리 정렬 처리를 한 후 상기 정렬 필
름의 적어도 하나에 스페이서 볼(17)을 분산시켜 제조된다. 제1셀(1)은 정렬 필름(15, 16)이 서로 마주보
게 하기 위해 투명기판(11, 12)을 대향하여 정렬함으로써 제조된다. 제1셀(1)은 투명기판(11, 12) 사이에 
시계방향 꼬임 구조(시계방향의 원형 파를 선택적으로 반사)를 갖는 액정물질(18)을 삽입해 제조된다.

또한, 제2셀(2)은 ITO 또는 Al 같은 도체물질 또는 반도체 물질을 포함하는 전극층(23, 24)을 각각 한 쌍
의 투명기판(21, 22)상에 형성하고; 전극층(23, 24)에 정렬 필름(25, 26)을 형성하고; 각 정렬 필름(25, 
26)상에 미리 정렬 처리를 한 후 상기 정렬 필름의 적어도 하나에 100ball/㎟ 이하의 밀도로 스페이서 볼
(27)을 분산시키고; 정렬 필름(25, 26)이 서로 마주보게 투명기판(21, 22)을 대향시켜 정렬시키고; 투명
기판(21,  22)  사이에 반 시계방향의 꼬임 구조(반 시계방향의 원형 파를 선택적으로 반사)인 액정물질
(28)을 삽입하는 것으로 제조된다.

정렬 필름(15, 16 또는 25, 26)을 형성할 때 제1및 제2셀(1, 2)에 상기 정렬 필름물질을 사용하여 기둥모
양의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함에 주목해야한다. 또한, 상기 정렬 필름물질은 폴리이미드, 폴리아
믹산 또는 계면활성제 등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 더욱이, 상기 스페이서 볼 또는 기둥모양의 스페이서의 
형성 밀도는 약 100ball(spacer)/㎟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분리 부재(3)는 유리층이나 광학적 회전력을 갖는 굴절률 매칭 오일을 상기 투명기판 사이에 끼워 
넣어서 구성될 수 있다. 특히, 굴절율 매칭 오일을 구비하고 있는 층은 이 층 양면에서 상기 투명기판
(12, 21) 사이의 반사를 방지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구조로 된 액정표시장치에서, 제1셀(1)의 전극층(13, 14) 및 제2셀(2)의 전극층
(23, 24)에 각각 전압이 인가된다. 또한, 이러한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시계방향 반사 액정물질이 제1셀
(1)로 주입되기 때문에, 상기 시계방향 원형 파는 반사되는 반면에 상기 입력된 빛의 반 시계방향 원형 
파는 통과된다. 그리고 반 시계방향 반사 액정물질이 제2셀(2)로 주입되기 때문에, 상기 반 시계방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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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파는 반사되는 반면에 상기 입력된 빛의 시계방향 원형 파는 통과된다. 결과적으로, 제1셀(1)을 통과
한 상기 반 시계방향 원형 파는 제2셀(2)에 의해 반사된다. 이 수단에 의해, 반사율, 반사휘도, 및 콘트
라스트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반사 및 산란되는 빛의 파장이 각 셀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
사되는 파장의 범위를 넓게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2실시예를 도2를 참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 액정표시장치는 제1셀(1), 제2
셀(2) 및 상기 제1셀(1)과 제2셀(2) 사이에 위치한 분리부재(4)를 주요 구성부로 한다.

상기 제1및 제2셀(1, 2)의 구조는 도1에 보인 것과 같다. 그러나, 액정물질을 고려하면, 시계방향 꼬임 
구조(시계방향 원형 파를 반사)의 액정물질(18)이 상기 제1및 제2셀(1, 2)에 모두 주입되어 있다. 다른 
선택으로서, 제1및 제2셀(1, 2) 모두에 반 시계방향 꼬임 구조(반 시계방향 원형 파를 반사)의 액정물질
(28)을 주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광학적 회전력을 갖는 광학 보상기가 분리부재(4)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광학 보상기는 제1셀(1)을 통과
한 상기 원형 파를 제2셀(2)에 의해 반사될 수 있는 원형 파로 바꾼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구조를 갖는 액정표시장치는 또한 제1셀(1)의 전극층(13, 14) 및 제2셀(2)의 전
극층(23, 24)에 각각 전압이 인가된다. 또한, 이러한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시계방향 반사 액정물질이 제1
및 제2셀(1, 2)에 주입되어, 입력된 빛의 시계방향 원형 파가 반사되는 반면에 반 시계방향 원형 파는 통
과한다. 제1셀(1)을 통과한 상기 반 시계방향 원형 파는 분리부재(4)에 의해 바뀌어 시계방향 원형 파로 
된다. 이 시계방향 원형 파는 제2셀(2)에 의해 반사된다. 그러므로 반사율, 반사휘도 및 콘트라스트가 증
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반사 및 분산된 빛의 파장은 각 셀에서 달라질 수 있어서, 반사되는 파장의 범
위를 넓게 설정할 수 있다.

여러 원형 반사를 하는 카이랄 네마틱 액정층의 적층으로 된 경우와 비교하면, 같은 원형 파를 반사하는 
물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기 액정물질 주입 및 셀피치 조정 등의 처리과정이 쉽게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액정표시장치 구조를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도3이 본 발명의 실시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액정표시장치에는, 각각 ITO 및 Al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을 포함하는 도체물질 또
는 반도체 물질 등을 포함하는 전극층(13, 14)이 한 쌍의 투명기판(11, 12)에 형성되고, 정렬 필름(15, 
16)이 전극층(13, 14)위에 형성된다.

다음으로, 각 정렬 필름(15, 16)에 요구되는 규정된 정렬처리를 수행한 후에, 스페이서 볼(17)이 양 투명
기판(11, 12)의 상기 정렬 필름상에 분포된다.

다음으로, 정렬 필름(15, 16)이 각각 서로 마주보도록 투명기판(11, 12)을 대향하게 정렬하여 제1및 제2
영역(32, 33)을 형성하고, 투명기판(11, 12) 사이에 박막(31)이 클램프 된다.

시계방향 꼬임 구조(시계방향 원형 파를 반사)의 액정물질(18)을 제1영역(32)에 주입하고 반 시계방향 꼬
임 구조(반 시계방향 원형 파를 반사)의 액정물질(28)을 제2영역(33)에 주입하여 상기 디바이스가 제조된
다.

정렬 필름(15, 16)을 형성할 때, 기둥모양의 스페이서가 정렬 필름 물질로 만들어져 형성된다. 상기 정렬 
필름 물질은 폴리이미드, 폴리아믹산 또는 계면활성제등으로 만들어 진다. 또한, 스페이서 볼 또는 기둥
모양의 스페이서 형태의 밀도는 약 50spacers/㎟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위와 같은 구조를 갖는 액정표시장치에서, 전극층(13, 14)에 전압이 인가된다.

또한, 이러한 액정표시장치에서는, 반 시계방향 원형 파 반사 액정 물질(28)이 제2영역(33)에 주입되는 
반면에, 시계방향 원형 파 반사 액정 물질(18)이 제1영역(32)으로 주입된다. 제1영역(32) 및 제2영역(3
3)은 상기 액정 분자가 침투 또는 투과할 수 없는 물질로 구성된 박막(31)에 의해 분리되기 때문에, 시계
방향 원형파 반사 액정물질(18)과 반 시계방향 원형 파 반사 액정물질(28)의 혼합은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제1영역(32)에서, 주입되는 빛의 시계방향 원형 파는 반사되는 반면에, 반 시계방향 원형 파
는  통과된다.  그리고  제2영역(33)에서는,  반  시계방향  원형  파가  반사되고,  시계방향  원형  파는 
통과된다. 그 결과, 제1영역(32)에 의해 통과된 상기 반 시계방향 원형 파는 제2영역(33)에 의해 반사된
다. 이 수단에 의해, 반사율, 반사휘도 및 콘트라스트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전압의 크기를 조정하여 상기 꼬이는 피치를 바꿀 수 있으며, 그래서 반사 및 산란된 빛의 파
장은 각 영역으로 달라질 수 있고, 반사된 파장을 넓은 범위내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4를 참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 액정표시장치에서는, ITO 또는 Al 등의 도체물질 또는 반도체 물질을 각각 포함하는 전극층(13, 14)이 
각각 한 쌍의 투명기판(11, 12)상에 형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정렬 필름(15, 16)이 전극층(13, 14)위에 
형성되어 있고, 상기 각 정렬 필름(15, 16)상에서 요구되는 규정된 정렬처리를 수행한 후 박막(31)이 상
기 투명기판(11, 12) 사이에 클램프 된다.

다음으로, 정렬 필름(15, 16)이 서로 마주보게 되도록 투명기판(11, 12)을 대향하게 정렬하여 제1및 제2
영역(32, 33)이 형성된다. 그 다음 시계방향 꼬임 구조(시계방향 원형 파를 반사)의 액정물질(18)을 제1
영역(32)에 주입하고 반 시계방향 꼬임 구조(반 시계방향 원형 파를 반사)의 액정물질(28)을 제2영역(3
3)에 주입하여 상기 디바이스가 제조된다. 이 경우, 정렬 필름(15, 16)이 형성될 때 기둥모양의 스페이서
(34)가 형성된다. 또한, 상기 정렬 필름물질은 폴리이미드, 폴리아믹산 또는 계면활성제로 만들어 진다. 
상기 스페이서 기둥의 형성 밀도는 약 100ball/㎟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구조를 갖는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전극층(13, 14)에 전압이 인가된다.

또한, 이러한 액정표시장치에서는, 시계방향 원형 파 반사의 액정물질(18)이 제1영역(32)에 주입되고 반 
시계방향 원형 파 반사의 액정물질(28)이 제2영역(33)에 주입된다. 제1영역(32) 및 제2영역(33)은 액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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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침투 또는 투과를 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로 구성된 박막(31)에 의해 분리되어, 액정물질(18)과 액정
물질(28)이 서로 혼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제1영역(32)에서는, 반 시계방향 원형 파는 통과하지만 시계방향 원형 파는 반사된다. 그리
고 제2영역(33)에서는, 주입되는 빛의 시계방향 원형 파는 통과되고 반 시계방향 원형 파는 반사된다. 그 
결과, 제1영역(32)을 통과한 반 시계방향 원형 파는 제2영역(33)에서 반사된다. 따라서, 반사율, 반사휘
도 및 콘트라스트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반사 및 산란된 빛의 파장이 달라질 수 있어서, 반사되는 파
장이 넓은 범위로 설정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의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의 단면도이다. 아래 기판(102)에 화소전극
(106)이 형성되어 있고 이 화소전극(106)은 스위칭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TFT(105)와 연결되어 있다. 이 
화소전극(106) 및 TFT(105)의 전체 표면은 빛흡수물질(110)로 덮여 있어서, 위쪽으로부터 이것들에 주입
된 빛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흡수된다. 이 아래기판(102)의 위에는 순서대로 제1액정층(117) 및 제2액정
층(118)이 형성되어 있고, 이 위에는 공통전극(카운터 전극)(104)이 형성되어 있는 위 기판(101)이 있다.

제1액정층(117)과  제2액정층(118)  사이에는  이  제1액정층(117)과  제2액정층(118)을  분리하는 분리부재
(103)가 있다. 이 분리부재(103)의 표면에 제1전극(109) 및 제2전극(108)이 각각 제1액정층(117) 및 제2
액정층(118)을 접하면서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제1전극(109) 및 제2전극(108)은 상기 분리부재(103)에 있
는 스루홀(107)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기 액정분자의 부착을 안정화하기 위해 폴리이미드 필름(114, 111, 112, 113)이 각각 제1및 제2액정층
(117, 118)에 접하고 있는 아래기판(102), 위 기판(101) 및 분리부재(103)의 표면을 균일하게 덮고 있다. 
이 폴리이미드 필름들은 사용 목적에 따른 정렬처리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정렬 필름이 형성되면, 고정된 셀 깊이를 유지하기 위해 상기 정렬 필름과 같은 물질로 기둥모양의 
스페이서가 형성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수지 스페이서 볼이 상기 기판 표면에서 산란되어 분
포된다. 이 스페이서 볼의 밀도는 100ball/㎟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및 제2액정층(117, 118)내의 상기 각 액정분자 사이에는, 반 시계방향 꼬임 구조 물질(116)과 시계방
향 꼬임 구조 물질(117)이 각각 클램프 되어 있어서, 반사 파장의 규정된 범위의 빛이 반사 및 산란된다.

또한, 이 경우 제1액정층 및 제2액정층(117, 118)사이에 있는 분리층(103)은 광학적 회전력이 없는 유리
같은 물질이 적절하지만, 폴리머 필름일 수도 있다.

또한, 원형 파의 같은 방향에 대해 반사를 하는 액정물질이 제1및 제2액정층(117, 118)에 포함된다면, 빛
의 편광방향을 반대방향으로 바꾸는 광학 필터가 적어도 제1액정층(117)과 제2액정층(118)사이의 분리부
재로서 제공된다.

이 방법으로, 시계방향 및 반 시계방향의 편광을 갖는 원형 파의 선택적인 반사를 모두 할 수 있다. 따라
서 상기 빛의 사용효율이 증가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제1액정층(117)과 제2액정층(118) 사이에 분리부재(103)가 있고, 상기 제1및 제2액
정층을 면하고 있는 분리부재(103) 표면에 전극(109, 108)이 있으며, 상기 전극은 스루홀(107)에 의해 서
로 연결되어 있다. 이 수단에 의해, 화소전극(106)과 카운터 전극(104) 사이에 전압이 인가되면, 분리부
재(103) 영역의 전압강하는 무시될 수 있어서, 전력소비량이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도6에 나타낸 것과 같은 본 발명에서는, 분리부재(103)가 이방성 전기적 도체필름(ACF)으로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는 동일 부분들이 도5와 같은 번호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설명은 생략한다. 만일 이 방법
에서 이방성 도필름이 분리부재(103)로 쓰인다면, 도1에서와 같은 전극(109, 108)은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방성 도체필름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전압이 더욱 균일하게 인가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전극(109, 108)을 만드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다.

또한, 도6에서는 화소전극(106)이 정렬필름(114)상에 접촉홀을 개재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하여, 상
기 화소전극이 TFT(105)에도 형성되어 상기 액정의 구동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상기 이방성 도체필름을 분리부재(103)로 사용하는 것에서, 도전성 폴리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다.  사용될  수  있는  예를  살펴보면,  폴리실란(polysilane),  폴리  카퍼  프탈로시아닌(poly  copper 
phthalocyanin), 폴리비닐 카르바조올 / 트리니트로플루오렌(polyvinyl carbazole / trinitrofluorene), 

폴리아세틸렌(polyacetylene),  폴리피오딘(polyphiothene),  폴리피롤(polypyrrhole), 폴리아닐린
(polyaniline), 또는 폴리아릴렌 비닐렌(polyarylene vinylene) 등이다. 특히, 폴리실란 또는 폴리아릴렌 
비닐렌 등은 자외선으로 국부적 노출을 하거나 또는 YAG 레이져로 국부 열처리 등을 하는 것으로 전도 또
는 절연의 두 상태중 하나로 될 수 있으므로, 필름상태의 이방성 전도특성을 만드는데 적합하다.

전기적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폴리실란 필름 또는 그와 비슷한 성분으로 구성된 유기 박막에 자외선 
빛을 국부적으로 노출시켜 폴리실록산(polysiloxane)으로 변환시킨 후 ITO 같은 전도성 반도체를 도핑하
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이방성 전도필름의 존재로 인해, 상기 중간층에 기인하는 큰 전압강하를 피할 수 있는데, 이는 상
기 제1액정층 및 제2액정층으로 구성된 상기 캐패시터 성분이 실제적으로는 전기적으로 직렬로 연결된 캐
패시터로 동작하기 때문이다.

본 발명은 상기 제1액정층(117) 및 제2액정층(118)을 포함하는 상기 액정물질이 네마틱 액정 및 콜레스테
릭 액정을 함유하는 카이랄물질과의 혼합액정물질이고, 이 액정의 꼬임 구조로 인해 350㎚ 내지 650㎚ 파
장의 빛이 반사될 수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 방법으로 상기 가시영역의 선택적 반사가 이루어질 수 있
다.

콜레스테릭 액정 및 네마틱 액정의 혼합으로 된 카이랄 네마틱 액정이 상기 액정물질로서 주로 제공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액정 분자의 정렬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복합 액정물질(일본 특허출원 제 평7-341185
호에 기재된 카이랄 네마틱 액정과 혼합된 1 내지 3%의 퍼플루오로알킬 화합물에 기초한 물질)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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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좋다.

만일 다른 방향의 원형 파를 반사하는 액정물질이 제1액정층(117) 및 제2액정층(118)에 적용되면, 분리부
재(103)가 광학적 회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액정층(117) 및 제2액정층(118)에 의해 선택적으로 반사되는 빛의 파장 프로필을 고려할 때, 이것이 
상기 두 영역에서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각적 인식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넓은 파장범위로 
선택적인 반사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면, 이 두 영역사이에서 상기 선택적인 반사의 중심 파장을 30㎚ 내
지 100㎚ 로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같은 방향의 원형 파의 선택적인 반사를 하는 액정물질이 상기 제1액정층(117)과 제2액정층(118) 
모두에 사용된다면, 상기 분리부재(103)는 광학적 회전을 하는 물질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상기 광학 디바이스는 파장의 반이 되는 위상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제2액정층(118)에 의해 선택적으로 반사된 빛의 중심파장 λ'=n'p(여기서 n'는 상기 액정의 평균 
굴절율이고 p는 상기 액정의 꼬임 피치이다)과 이것에 수반되는 반사 파장 폭Δλ=Δnp(여기서 Δn은 제2
액정층(118) 액정물질의 굴절율 이방성이다)에 있어서의 빛의 보통 광학 성분 및 보통이 아닌 광학 성분
간의 λ/2를 말한다.

액정층을 구성하는 공간(즉, 셀 갭)의 소망하는 깊이를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 물질로서 기판 표면 위에 
산재된 수지볼은 종래처럼 사용될 수 있으나, 상기 기판 사이의 소정의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기둥모양의 
절연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지금부터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실시예 1]

0.7㎜ 두께의 두 유리기판상에 ITO를 스퍼터링 처리를하여 40Å 두께의 투명전극이 형성된다. 다음에, 스
피너를 사용하여 상기 투명 전극위에 폴리이미드(Nippon Synthetic Rubber Inc.가 제조한 상표명 Optoma 
AL-3046)를 도포하고 경화시켜 70㎚ 두께의 정렬 필름을 형성한다. 에폭시 수지 접착제를 상기 유리기판
이 서로 붙어야 할 위치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한다.

다음으로, 지름 1.5㎛의 수지 스페이서 볼을 100ball/㎟의 밀도 이하에서 상기 정렬 필름위에 
분산시키고, 상기 두 유리기판의 에폭시 수지 접착제 부분을 서로 당겨 그들의 정렬필름이 서로 마주보도
록 고정시켜 결합하여 상기 셀을 만든다. 제1및 제2셀이 이 방법으로 제조된다.

다음으로, 59중량%의 네마틱 액정물질(Merck Inc.가 제조한 상표명 E-48)과 41중량%의 카이랄물질(Merck 
Inc.가 제조한 상표명 CB-15)을 혼합하여 시계방향 원형 파 반사 제1액정물질을 만든다. 또한, 65중량%의 
네마틱 액정물질 E-48과 35중량%의 카이랄물질(Merck Inc.가 제조한 상표명 S-811)을 혼합하여 반 시계방
향 원형 파 반사 제2액정물질을 만든다.

그다음, 상기 제1및 제2액정물질을 각각 상기 제1및 제2셀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입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제1셀 및 제2셀 사이의 공간에 실질적으로 유리와 같은 굴절율을 갖는 매칭 오일을 채워 분리부재
(3)를 형성하여, 공기층(상기 제1및 제2셀 사이에 형성된 층)의 존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상기 유리와의 
경계면에서 광학적 반사를 감소시킨다. 그러면 도1에 나타난 구조를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가 
만들어 진다.

다음으로 이 액정표시장치의 반사율과 콘트라스트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 표1에 나타내었다. 반사
율과 콘트라스트는 상기 셀의 정면으로 할로겐 광원으로부터 빛을 주사하여 상기 장치의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휘도 측정기(Topcon Inc.가 제조한 상품명 BM-7)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상기 장치에 요구된 전
압은 약 20V였다.

[실시예 2]

제1및 제2셀이 실시예 1 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다. 

다음으로, 59중량%의 네마틱 액정물질 E-48과 41중량%의 카이랄물질 CB-15를 함께 혼합하여 시계방향 원
형 파 반사 제1액정물질을 만든다. 또한, 61중량%의 네마틱 액정물질 E-48과 39중량%의 카이랄물질 CB-15
를 함께 혼합하여 시계방향 원형 파 반사 제2액정물질을 만든다.

다음에,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제1및 제2액정물질을 각각 제1및 제2셀로 주입시킨다. 마지막으
로, 상기 제1셀 및 제2셀 사이에 상기 선택적인 반사 중심파장 빛(상기 제2액정물질의 570㎚ 및 이에 수
바하는 상기 파장 밴드의 빛)의 보통 성분 및 보통이 아닌 성분사이의 위상차 λ/2로 오프셋 할 수 있는 
광학적 보상 장치를 클램프 시킨다. 이 방법으로 도2에 나타낸 구조를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
가 만들어진다.

이 액정표시장치에서 얻어진 반사율 및 콘트라스트를 실시예 1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 표 1에 함께 나타내었다. 이 상태에서 요구된 구동 전압은 18V였다.

[실시예 3]

0.7㎜ 두께의 두 유리기판상에 ITO를 스퍼터링하여 400Å의 투명전극이 형성된다. 다음으로, 스피너를 사
용하여 상기 각 투명기판에 폴리이미드 Optoma AL-3046을 도포하여 70㎚ 두께의 정렬필름을 형성하고 경
화시킨다. 상기 유리기판이 서로 붙어야 할 부분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에폭시 수지 접착제를 가한다.

다음에, 수지로 만들어진 지름 3㎛의 스페이서 볼을 50ball/㎟ 이하의 밀도로 상기 정렬필름상에 분산시
킨다. 다음으로, 물 표면위에 10중량% 농도의 폴리아미드 산 용액을 확장시켜 두께 1㎛의 박막을 형성하
고, 상기 정렬 필름이 서로 마주보게 위치하고 이 박막이 두 유리기판 사이에 끼워져 두 유리기판이 대향
하여 고정되도록, 상기 두 유리기판의 에폭시 수지 접착제를 가한 부분을 결합시켜 제1및 제2영역을 포함
하는 셀이 제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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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59중량%의 네마틱 액정물질 E-48과 41중량%의 카이랄물질 CB-15를 함께 혼합하여 시계방향 
원형 파 반사 제1액정물질을 만든다. 또한, 65중량%의 네마틱 액정물질 E-48과 35중량%의 카이랄물질 S-
811를 혼합하여 반 시계방향 원형 파 반사 제2액정물질을 만든다.

그리고, 상기 셀의 제1및 제2영역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1및 제2액정물질을 각각 주입한다. 이 방법으로 
도3에 나타낸 구조를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가 만들어진다.

이 액정표시장치에서 얻어진 반사율 및 콘트라스트를 실시예 1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 표 1에 함께 나타내었다.

[실시예 4]

투명전극을 갖는 두 유리기판이 실시예 3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다. 그다음, 각각의 투명전극에 스피너
를 사용하여 폴리이미드 Optoma AL-3046을 도포하여 70㎜ 두께의 정렬필름을 형성하고 경화시킨다. 그리
고, 스피너를 사용하여 그 위에 감광성 폴리이미드(Fuji Hunt Inc.가 제조한 상품명 Probimide 412)를 도
포하고 경화시켜 1.5㎚ 두께의 레지스트 필름을 형성하고,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여 노출 장치에 나란하게 
노출 및 현상시키고, 소정의 위치에 1.5㎛ 높이의 스페이서 기둥을 형성한다. 상기 유리기판이 서로 붙어
야 할 위치에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에폭시 수지 접착제를 가한다.

다음으로, 물 표면에 농도10중량%의 폴리아미드산 용액을 확장시켜 1㎛ 두께의 박막을 형성하고, 상기 정
렬필름이 서로 마주보고, 두 유리기판 사이에 끼워져 두 유리기판이 고정되도록, 상기 두 유리기판의 에
폭시 수지 접착제를 사용한 부분을 결합해서 제1및 제2영역을 포함하는 셀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으로, 59중량%의 네마틱 액정물질 E-48과 41중량%의 카이랄물질 CB-15를 함께 혼합하여 시계방향 
원형 파 반사 제1액정물질을 만든다. 또한, 72중량%의 네마틱 액정물질 E-48과 28중량%의 카이랄물질 S-
811를 함께 혼합하여 반시계방향 원형 파 반사 제2액정물질을 만든다.

그리고, 상기 셀의 제1및 제2영역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1및 제2액정물질을 각각 주입한다. 이 방법으로 
도4에 나타낸 구조를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가 만들어진다.

이 액정표시장치에서 얻어진 반사율 및 콘트라스트를 실시예 1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 표 1에 함께 나타내었다.

[비교예]

실시예 1과 같은 방법으로 셀을 만들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액정물질을 상기 셀에 주입한다. 이 경우에, 
상기 액정물질은 60중량%의 E-48과 40중량%의 CB-15를 혼합하여 만들어진다. 이 방법으로, 종래의 단일층 
타입의 액정표시장치가 만들어진다.

이 액정표시장치에서 얻어진 반사율 및 콘트라스트를 실시예 1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 표1에 나타내었다.

[표 1]

표 1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실시예 1 내지 4)의 반사율 및 콘트라스
트는 모두 높다. 반대로, 종래의 액정표시장치에서 얻어진 반사율 및 콘트라스트(비교예)는 모두 낮다.

상기 설명에서처럼,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다음을 갖추고 있다 : 한 쌍의 기판 사이에 원형 파
의 제1방향을 반사하는 제1액정물질을 갖고 있는 제1셀 : 한 쌍의 기판 사이에 원형 파의 제2방향을 반사
하는 제2액정물질이 유지되는 제2셀; 및 상기 제1및 제2셀 사이에 위치한 분리부재를 구비한다. 또한, 한 
쌍의 기판; 액정분자의 침투 및 투과를 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상기 한 쌍의 기판 사이 영역
을 상기 폭 방향으로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는 박막; 및 상기 박막에 의해 구별된 영역으로 각각 봉합
된 둘 또는 그 이상의 액정물질을 구비한다. 이 결과, 높은 반사율 및 콘트라스트를 갖게 되며, 탁월한 
디스플레이 특성 및 시각적인 인식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실시예 5]

도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폴리이미드(Nippon Synthetic Inc.가 제조한 Optoma AL-3046)로 이루어진 정렬
필름(114)을 액정물질과 접해 있는 유리기판(102)의 표면위에 70㎚ 두께로 스피너에 의해 캐스트하였다. 
상기 유리기판에는 TFT(105) 및 화소전극(106)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 표면에 대해 검은색의 빛 흡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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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110)이 형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상기 액정물질과 접해 있고 전체 표면에 대해 공통전극(104)이 형성되어 있는 상기 기판(101)
의 표면에서도 마찬가지로 70㎚ 두께의 폴리이미드(Nippon Synthetic Inc.가 제조한 Optoma AL-3046)로 
이루어진 정렬필름(111)을 캐스트하였다.

그 다음, 기판(101, 102)이 서로 붙도록 기판(101, 102)의 소정의 위치에 에폭시 접착제를 가한다.

다음으로, 양면에 ITO를 스퍼터링으로 침적한 후에 에칭하여 전극(108, 109)을 형성하고 스루홀(107)에 
범프(bump)의 용융충전(molten filling)을 하여 상기 앞면과 뒷면 사이의 전기적 접속이 되도록 한다. 상
기 스루홀은 분리분재(3)를 구성하는 유리기판내의 소정의 위치에 에칭 처리를 하여 형성된다.

다음으로, 수지로 만든 지름 1.5㎛의 스페이서 볼이 상기 기판 표면에 100ball/㎟ 이하의 밀도로 분산되
고, 기판(101), 분리분재(103) 및 기판(102)이 결합되어 화소전극(106) 및 전극(109, 108)이 중첩된다.

제1액정층(117)을 형성하는 상기 액정물질은, 네마틱 액정물질 E-48(Merck Inc.사 제조)의 59중량%와 카
이랄물질 CB-15(Merck Inc.사 제조)의 41중량%을 혼합하여 만든다. 그리고 제2액정층(118)을 형성하는 액
정물질은 72중량%의 네마틱 액정물질 E-48(Merck Inc.사 제조)과 28중량%의 카이랄물질 S-811(Merck In
c.사 제조)을 혼합하여 만든다.

그러면 제1액정층(117)은 시계방향 원형 파를 선택적으로 반사하고 제2액정층(118)은 반 시계방향 원형 
파를 선택적으로 반사한다. 여기에 필요한 구동 전압은 20V이다.

[실시예 6]

도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폴리이미드(Nippon Synthetic Inc.가 제조한 Optoma AL-3046)로 구성된 정렬필
름(114)이 액정물질과 접해 있는 유리기판(102)의 표면위에 70㎚ 두께로 스피너를 사용해서 캐스팅되고, 
이때 상기 유리기판에는 TFT(105) 및 화소전극(106)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 표면을 덮는 검은색의 빛 흡수
필름(110)이 형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폴리이미드(Nippon Synthetic Inc.가 제조한 Optoma AL-3046)로 구성되는 정렬필름(111)을 비
슷한 방법으로 스피너를 사용하여 기판(101) 표면에 70㎚ 두께로 만든다. 이때 상기 액정물질과 접하는 
기판(101)의 표면위에 표면 전체를 덮는 공통전극(104)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기판(101, 102)이 서로 붙도록 하기 위해 기판(101, 102)의 소정의 위치에 에폭시 접착제를 
가한다.

다음으로, 스루홀(107)이 분리분재(103)를 구성하는 수지기판내의 소정 위치에 에칭을 하는 것에 의해 형
성되고, 상기 스루홀에 범프를 이루는 용융충전을 해서 상기 부재의 앞면과 뒷면 사이의 전기적인 접속이 
형성된다.  그리고  양  표면에  ITO를  스퍼터링을  통해  침적하여  전극(108,  109)을  만들고,  에칭이 
행해진다. 그리고 이 분리부재(103)는 상기 제2액정층(118)의 선택반사 중심파장인 570㎚에 해당하는 파
장 영역의 보통인 빛 및 보통이 아닌 빛 성분의 위상을 약 λ/2로 오프셋할 수 있는 수지 기판으로 구성
된다. 이 경우, 이 분리부재(103)는 그곳을 통과하는 시계방향 원형 파는 반 시계방향 원형 파로, 반 시
계방향 원형 파는 시계방향 원형 파로 바꾼다.

다음으로, 지름 1.5㎛의 수지스페이서 볼을 100ball/㎟ 이하의 밀도로 상기 기판표면위에 분산시키고 기
판(101), 분리부재(103) 및 기판(102)을 결합하여 화소전극(106) 및 전극(109, 108)이 중첩되게 한다.

제1액정층(117)내의 상기 액정물질은, 네마틱 액정물질 E-48(Merck Inc.사 제조)의 59중량%와 카이랄물질 
CB-15(Merck Inc.사 제조)의 41중량%를 혼합하여 만든다. 그리고 제2액정층(118)내의 액정물질은 네마틱 
액정물질 E-48(Merck Inc.사 제조)의 61중량%와 카이랄물질 CB-15(Merck Inc.사 제조)의 39중량%를 혼합
하여 만든다.

이 경우, 상기 제1액정층(117)은 시계방향 원형 파를 선택적으로 반사하고 제2액정층(118)은 시계방향 편
광 파를 선택적으로 반사하는데, 상기 편광 파는 상기 분리층내 형성된 위상 보상기에 의해 반 시계방향 
원형 파로부터 전환되어 보상된 파이다. 여기에 필요한 구동 전압은 18V이다.

표 2는 위에서 언급한 실시예 5 및 6으로 제조한 액정표시장치의 디스플레이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
를 위해 독립적인 다중 층 구조를 가지지 않는 단일층 구조로 된 디스플레이 장치의 특성도 나타내었다.

[표 2]

[실시예 7]

도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광성 폴리이미드(Fuji Hunt 사가 제조한 Probimide 412)를 유리기판(102)의 
액정물질과 접하는 표면위에 2㎛ 두께로 침적한다.  이때,  상기 유리기판(102)에는 TFT(105), 화소전극
(106)이 형성되어 있고, 그 전체 표면에 대해 검은색의 빛 흡수필름(110)(Fuji Hunt Technology 가 제조
한 감광성 블랙 수지 CK-6020)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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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 기판을 미리 베이킹(baking) 처리를 한 후 패러랠 노출장치(Nikon 사 제조 PLA-501)를 사용
하여 포토마스크를 통해 노출시키고 현상 및 헹굼 단계를 수행하여 스페이서 역할을 하는 기둥을 형성한
다.

다음으로,  이  기판위에  스피너를  사용하여  70㎛  두께의  폴리이미드(Nippon  Synthetic  Inc.가  제조한 
Optoma AL-3046)로 정렬필름(114)을 만든다.

그 다음으로, 같은 방법으로 스피너를 사용하여 상기 액정물질과 접하고 표면 전체에 대해 공통전극(10
4)이 형성된 기판(101)의 표면위에 70㎚ 두께의 폴리이미드(Nippon Synthetic Inc.가 제조한 Optoma AL-
3046)로 구성된 정렬필름(111)을 캐스팅하였다.

다음에, 기판(101, 102)이 서로 붙도록 에폭시 접착제를 상기 기판(101, 102)의 소정 위치에 가한다.

다음으로, 이방성 전기 전도특성을 갖는 박막으로 구성된 분리부재(103)를 제조한다. 이 경우, 상기 이방
성 전기적 박막은 다음과 같은 폴리실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식 1]

이 식에서, R1, R2, R3 및 R4는 H 치환된 또는 치환되지 않은 지방족 탄화수소기, 지환족 탄화수소기, 및 
방향족 탄화수소기로 구성된 그룹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선택된 그룹이며, n 및 m은 정수이다.

이 폴리실란은 유기 용매에 녹으며 스핀 코팅 방법에 의해 적당한 기판위에 20㎛ 두께로 도포된다. 에탄
올이 용매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투명 도전성 필름(ITO)이 졸 겔 방법(sol gel method)으로 앞서 형성된 폴리실란 필름 표면 위
에 100㎚ 두께로 형성된다. 그 후에, 이 폴리실란 필름상에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여 5㎛ 만큼 떨어진 5㎛ 
× 5㎛의 정사각형 패턴을 만든다.

이 처리과정에서는, 상기 폴리실란 필름에 약 1 내지 10 J/㎠ 으로 자외선을 쬐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처리로 노출된 부분은 다공성의 폴리실록산으로 변한다. 노출 후에, 상기 다공성 폴리실록산 부분을 
80 내지 120℃에서 어닐링하여 ITO로 도핑한다. 다음으로, 에칭 처리로 상기 표면에 남아있는 ITO를 제거
하는 것에 의해 이방성 전도성 필름이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상기 필름 두께 방향과 필름 면 방향의 이러

한 이방성 전도성 필름의 저항값의 차이는 약 10
6
이다.

그 다음, 기판(101), 이 방법으로 제조된 상기 이방성 전도성 필름으로 구성된 분리부재(103) 및 기판
(102)으로 이루어진 셀이 조립된다.

제1액정층(117)이 되는 상기 액정물질은 네마틱 액정물질 E-48(Merck Inc.사 제조)의 59중량%와 카이랄물
질 CB-15(Merck Inc.사 제조)의 41중량%를 혼합하여 만든다. 그리고 제2액정층(118)이 되는 액정물질은 
72중량%의 네마틱 액정물질 E-48(Merck Inc.사 제조)과 28중량%의 카이랄물질 S-811(Merck Inc.사 제조)
을 혼합하여 만든다.

제1액정층(117)은 시계방향 원형 파를 선택적으로 반사하고, 반면에 제2액정층(118)은 반 시계방향 원형 
파를 선택적으로 반사한다. 이 경우 필요한 구동 전압은 약 30V 이다.

[실시예 8]

도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액정물질과 접하는 유리기판(102)  표면위에 1.5㎛ 두께로 감광성 폴리이미드
(Fuji  Hunt  사가  제조한  Probimide  412)를  침적시킨다.  이때,  상기  유리기판에는 TFT(105), 화소전극
(106) 및 그 표면 전체에 대해 검은색의 빛 흡수필름(110)이 형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기판을 미리 베이킹(baking) 처리를 한 후 패러랠 노출장치(Nikon 사 제조 PLA-501)내의 포
토마스크를 통해 노출시키고 현상 및 헹굼 단계를 수행하여 스페이서 역할을 하는 기둥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스피너를 사용하여 상기 기판 아래에 70㎚ 두께의 폴리이미드(Nippon Synthetic Inc.가 제조한 
Optoma AL-3046)로 정렬필름(114)로 정렬필름(114)을 캐스트한다.

그 다음으로, 같은 방법으로 스피너를 사용하여 상기 액정물질과 접하고 공통전극(104)이 형성된 기판
(101)의 전체 표면 위에 70㎚ 두께의 폴리이미드(Nippon Synthetic Inc.가 제조한 Optoma AL-3046)로 구
성된 정렬필름(111)을 캐스트한다.

다음에, 기판(101, 102)이 서로 붙도록 에폭시 접착제를 상기 기판(101, 102)의 소정 위치에 가한다.

다음으로, 이방성 전기 전도특성을 갖는 박막으로 구성된 분리부재(103)를 제조한다. 이것은 상기 [화학
식1]에 도시된 폴리실란 필름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폴리실렌은 유기 용매에 녹고 적당한 기판상에 퍼져
있으며, 상기 기판상에는 적층된 박막이 LB 방법을 사용하여 적당한 물 표면 위에 방향성을 갖는 단일분
자구조의 20㎛ 두께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에서 에탄올이 용매로 사용된다.

다음으로 투명한 도전성 필름(ITO)을 상기 방법을 사용하여 형성된 상기 폴리실란 필름의 표면 위에 졸 
겔 방법(sol gel method)으로 100㎚ 두께로 형성한다. 그후에, 상기 폴리실란 필름상에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여 5㎛ 만큼 떨어진 5㎛ × 5㎛의 정사각형 패턴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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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리과정에서는, 상기 폴리실란 필름에 쬐어주어야 할 자외선의 양은 약 1 내지 10 J/㎠ 정도가 바람
직하다. 이 처리로 노출된 상기 부분은 다공성의 폴리실록산으로 변한다.

위상차 플레이트의 작용에 의한 상기 첫번째 노출 후에 80 내지 120℃에서 어닐링 하여 상기 다공성 폴리
실록산 부분을 ITO로 도핑한다. 다음으로, 에칭 처리로 상기 표면에 남아있는 ITO를 제거하는 것에 의해 
이방성 전기전도성 필름이 형성된다.

이때 상기 필름 두께 방향과 이러한 이방성 전기전도성 필름의 상기 필름 표면방향의 저항값의 차이는 약 

10
6
이다.

다음으로, 기판(101), 상기 단계에 의해 제조된 이방성 전기전도성 필름으로 구성된 분리부재(103) 및 기
판(102)의 조립으로 셀이 만들어 진다.

제1액정층(117)을 형성하는 상기 액정물질은 네마틱 액정물질 E-48(Merck Inc.사 제조)의 59중량%와 카이
랄물질 CB-15(Merck Inc.사 제조)의 41중량%를 혼합하여 만든다. 그리고 제2액정층(118)을 형성하는 액정
물질은 네마틱 액정물질 E-48(Merck Inc.사 제조)의 72중량%와 카이랄물질 S-811(Merck Inc.사 제조)의 
28중량%를 혼합하여 만든다. 표 3은 위의 방법으로 제조된 실시예 7 및 8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디스플
레이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를 위해, 독립적인 다중층 구조를 가지지 않은 단일층 구조의 표시장치
의 표시 특성을 나타냈다. 이 경우 요구된 구동 전압은 32V이다.

[표 3]

도5에서 보듯이, 제1액정층(117) 내에는 TFT(105) 위에 전극(109) 등이 형성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문
제점이 있는데, 제1액정층(117)의 상기 영역내에 있는 상기 액정 분자는 전압이 인가될 때 그 방향이 바
뀌지 않으므로 빛을 제어할 수 없다. 이러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표시 특성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
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 7과 같이 그러한 부분을 광학적으로 숨길 수 있도록 전극(108, 109)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
에 검은색 절연층 패턴(119)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패턴은 상기 아래 전극(109) 사이에 형성된
다.

이러한 접속에 있어, 상기 검은색 절연층 패턴(119)을 형성하기 위해 인접 전극(108) 사이의 공간을 충분
히 덮을 필요가 있으며, 위치 정렬을 위한 충분한 마진을 보장하기 위해 상기 전극(108)과 상기 검은색 
절연층 패턴(119) 사이의 한쪽에 수 미크론의 폭으로 오버랩되는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소영
역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오버랩되는 부분은 처리가 가능한 한 작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상기와 같은 오버랩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전극사이에 정확히 맞는 상기 검은색 절연층 
패턴(119)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극(108) 사이에 자기-정렬 방식으로 정확히 맞는 검은색 절연층 패턴(119)을 형성하는 방법을 
이하에서 설명한다.

도8 내지 도16은 상기 자기-정렬 방식으로 검은색 절연층 패턴(119)을 형성하는 방법의 여러 단계에 나타
나는 중간층(103)의 단면도이다.

먼저, 전기적 도체물질로 채워져 있고 접점홀(107)을 갖는 유리로 된 절연 투명기판(103)을 준비하고, 이 
기판(103)을 CVD 방법 또는 스핀 코팅 방법 또는 그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은색 절연층으로 코팅한
다. 그 다음 패터닝 처리를 하여 검은색 절연층 패턴(119)을 형성한다(도 8).

다음으로, 기판(103)의 상기 검은색 절연층 패턴(119)이 형성된 면 위에 포지티브 타입의 포토레지스트 
필름(120)을 씌우고, 다른쪽 면으로부터 노출을 한다(도 9).

그리고, 상기 노출된 기판(103)을 현상함으로써 상기 포토레지스트 필름(120)은 검은색 절연층 패턴(10
9)위에서만 반 시계방향을 갖는다(도10).

그 다음, 약 100㎚ 두께로 투명한 전기전도성 물질(108), 예를들면 ITO 필름을 코팅하는데, 스퍼터링 방
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다(도11).

다음으로, 이 상태에서 포토레지스트 필름(120)의 패턴을 용해시켜 자기-정렬 방식으로 검은색 절연층 패
턴(119) 및 전극(108)을 형성하고 동시에 포토레지스트필름(120) 위에 있는 ITO 필름(108)을 제거한다(도
12).

그리고, 이 기판(103)에 형성된 검은색 절연층 패턴(109)과 반대편에 포지티브 타입의 포토레지스트 필름
(121)을 씌우고, 앞면을 노출시킨다(도13).

그 다음, 이 기판을 현상하고 포토레지스트 필름(121)의 패터닝을 수행한다(도14).

다음으로, 스퍼터링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100㎚ 두께 정도의 전극이 되는 ITO 필름 같은 투명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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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도성 물질(109)을 형성한다(도15).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상기 포토레지스트 필름(121)을 용해시켜 없애는데, 동시에 포토레지스트 필름
(121) 위에 있던 상기 투명한 전기전도성 물질(109)도 제거되어, 자기-정렬 상태로 검은색 절연층 패턴
(119)과 전극(109)이 형성된다(도16).

이 방법에서, 검은색 절연층 패턴(119), 투명한 전도성 물질로 구성된 중간 전극(108, 109)은 절연 투명
기판(103)의  윗면과 아랫면에 자기-정렬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  처리과정에서,  상기 중간 전극
(108, 109)는 모두 전도성 물질로 채워진 상기 접촉홀(107)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도8 내지 도10에서는 검은색 절연층 패턴(119)를 마스크로 사용하여 포토레지스트 필
름 패턴(120)을 형성했으나, 도17 및 도18에서는 검은색 절연층(119)으로 코팅된 전도성 기판(103)을 절
연처리 한 후 포토레지스트 필름(103)을 씌운다는 것이다(도17).

다음으로, 일반적인 PEP 방법을 사용하여 포토레지스트 필름(120)을 패터닝한다. 이 포토레지스트 필름
(120)의 패턴을 마스크로 사용하여 검은색 절연 필름(119)을 패터닝한다(도18). 이어지는 단계는 앞서 설
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발명의 효과

비록 지금까지 설명한 절연 투명기판(103)의 윗면 및 아래면에 형성된 투명 전극층 패턴(8, 9)의 분리부
재를 형성하는 방법에서, 검은색 절연층 패턴(119)이 있는 면쪽에 상기 투명 전극층 패턴을 먼저 형성했
으나, 이 형성 순서엔 제한이 없다. 즉 검은색 절연층 패턴(119)이 형성된 면의 반대면에 있는 상기 투명 
전극층 패턴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해도 동일한 구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설명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상기 절연 투명기판의 윗면 및 아래면상에 투명한 전기전도성 
물질로 구성된 전극이 장착된 분리부재는 상기 전극 사이에서 완벽한 자기-정렬된 상기 검은색 절연층 패
턴으로 형성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액정층 및 제2액정층 사이에 스루홀이 있는 분리부재가 있음으로 인해 상기 
분리부재 양 면에 형성된 전극 사이에 전기적 접속효과가 있게 되어, 전압강하가 일어날 가능성을 제거한
다. 이 분리부재가 이방성 전기전도성 필름으로 형성된다 해도 같은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은 높은 반사율을 갖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정) 표면이 있는 기판; 상기 기판의 표면상에 있는 화소전극; 상기 기판의 표면상의 화소전극에 제공
된 제1액정층; 상기 제1액정층상에 제공된 제2액정층; 상기 제2액정층위에 형성된 카운터 전극; 및 상기 
제1액정층과 제2액정층 사이에 제공된 분리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1및 제2액정층은 같은 꼬임 방향으로 
브래그 반사를 하는 액정물질을 포함하며, 상기 분리부재는 광학 보상기를 포함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
에 있어서, 상기 제1액정층에 대향하는 상기 분리부재의 표면상에 형성된 제1전극; 및 상기 제2액정층에 
대향하는 상기 분리부재의 표면상에 형성된 제2전극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1전극 및 제2전극은 상기 분
리부재에 제공된 스루홀을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2 

(정정) 표면이 있는 기판; 상기 기판의 표면상에 있는 화소전극; 상기 기판의 표면상의 화소전극에 제공
된 제1액정층; 상기 제1액정층상에 제공된 제2액정층; 상기 제2액정층위에 형성된 카운터 전극; 및 상기 
제1액정층과 제2액정층 사이에 제공된 분리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제1및 제2액정층은 같은 꼬임 방향으로 
브래그 반사를 하는 액정물질을 포함하며, 상기 분리부재는 광학 보상기를 포함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
에 있어서, 상기 분리부재는 두께에 이방성 전기전도 특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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