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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정표시장치

요약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표시영역주변의 표시에 기여하지 않는 액자영역을 촉수
한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 형광관에 전압을 공급하는 램프케이블에, 도체박과 절연필름으로 이루어
진, 플래트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램프케이블을 수납하는 장소가 적어서 됨으로, 액정표시장치의 액자영
역을 축소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 것이다.

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액정표시장치의 광원인, 램프유닛의 외관을 표시한 도면

도 1B는 램프유닛의, 형광관(LP)과 램프케이블(LPC3)이 접속하는 부분의 단면도

도 1C는 도 1A의 I-I선에서 자른 단면도

도 2A는 액정표시소자(PNL)의 표면쪽(즉, 위쪽 또는 표시쪽)에서 본 액정표시모듈(MDL)의 정면도

도 2B는 액정표시모듈(MDL)의 좌측면도

도 2C는 액정표시모듈(MDL)의 우측면도

도 2D는 액정표시모듈(MDL)의 앞측면도

도 2E는 액정표시모듈(MDL)의 뒤측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액정표시모듈(MDL)의 조립완성도로서, 액정표시소자의 이면쪽(아래쪽)에서 본 이면도

도 4A는 도 2A에 표시한 액정표시모듈(MDL)의 I-I선에서 자른 단면도

도 4B는 도 2A에 표시한 액정표시모듈(MDL)의 Ⅱ-Ⅱ선에서 자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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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는 도 2A에 표시한 액정표시모듈(MDL)의 Ⅲ-Ⅲ선에서 자른 단면도

도 5B는 도 2A에 표시한 액정표시모듈(MDL)의 Ⅳ-Ⅳ선에서 자른 단면도

도 6A는 도 2A의 A부의 확 도

도 6B는 도 2A의 B부의 확 도

도 6C는 도 2B의 C부의 확 도

도 7A는 위쪽실드케이스(SHD)의 정면도

도 7B는 위쪽실드케이스(SHD)의 우측면도

도 7C는 위쪽실드케이스(SHD)의 좌측면도

도 7D는 위쪽실드케이스(SHD)의 뒤측면도

도 7E는 위쪽실드케이스(SHD)의 앞측면도

도 8A는 몰드케이스(ML)의 정면도

도 8B는 몰드케이스(ML)의 좌측면도

도 8C는 몰드케이스(ML)의 우측면도

도 8D는 몰드케이스(ML)의 앞측면도

도 8E는 몰드케이스(ML)의 뒤측면도

도 9는 몰드케이스(ML)의 이면도

도 10A는 도 8A에 표시한 몰드케이스(ML)의 Ⅰ-Ⅰ단면도

도 10B는 도 8D에 표시한 몰드케이스(ML)의 Ⅲ-Ⅲ단면도

도 10C는 도 8A에 표시한 몰드케이스(ML)의 Ⅱ-Ⅱ단면도

도 10D는 도 8A에 표시한 몰드케이스(ML)의 Ⅳ-Ⅳ단면도

도 10E는 도 8A에 표시한 몰드케이스(ML)의 Ⅴ-Ⅴ단면도

도 10F는 도 8A에 표시한 몰드케이스(ML)의 Ⅵ-Ⅵ단면도

도 10G는 도 9에 표시한 몰드케이스(ML)의 Ⅶ-Ⅶ단면도

도 11A는 테두리스페이서(WSPC)의 정면도

도 11B는 테두리스페이서(WSPC)의 좌측면도

도 11C는 테두리스페이서(WSPC)의 우측면도

도 11D는 테두리스페이서(WSPC)의 앞측면도

도 11E는 테두리스페이서(WSPC)의 뒤측면도

도 12는 테두리스페이서(WSPC)의 이면도

도 13A는 도 11D에 표시한 테두리스페이서(WSPC)의 Ⅰ-Ⅰ단면도

도 13B는 도 11D에 표시한 테두리스페이서(WSPC)의 Ⅱ-Ⅱ단면도

도 13C는 도 11D에 표시한 테두리스페이서(WSPC)의 Ⅲ-Ⅲ단면도

도 13D는 도 11C에 표시한 테두리스페이서(WSPC)의 Ⅳ-Ⅳ단면도

도 13E는 도 11A에 표시한 테두리스페이서(WSPC)의 Ⅴ-Ⅴ단면도

도 13F는 도 11A에 표시한 테두리스페이서(WSPC)의 Ⅵ-Ⅵ단면도

도 14A는 제 1의 아래쪽 실드케이스(LF1)의 정면도

도 14B는 제 1의 아래쪽 실드케이스(LF1)의 좌측면도

도 14C는 제 1의 아래쪽 실드케이스(LF1)의 우측면도

도 14D는 제 1의 아래쪽 실드케이스(LF1)의 앞측면도

도 15A는 제 2의 아래쪽 실드케이스(LF2)의 정면도

도 15B는 제 2의 아래쪽 실드케이스(LF2)의 좌측면도

도 15C는 제 2의 아래쪽 실드케이스(LF2)의 우측면도

도 15D는 제 2의 아래쪽 실드케이스(LF2)의 앞측면도

도 15E는 제 2의 아래쪽 실드케이스(LF2)의 뒤측면도

도 15F는 도 15A의 점선으로 둘러싸인 Ⅰ부를 확 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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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G는 도 15F의 Ⅱ-Ⅱ선에서 자른 단면도

도 15H는 도 15E의 Ⅲ-Ⅲ선에서 자른 단면도

도 15I는 도 15A의 Ⅳ-Ⅳ선에서 자른 단면도

도 16A는 제 1의 프리즘시트(PRS1)의 평면도

도 16B는 도 16A의 화살표시방향에서 본 측면도

도 17A는 제 2의 프리즘시트(PRS2)의 평면도

도 17B는 도 17A의 화살표시방향에서 본 측면도

도 18은 편광반사판(POR)의 평면도

도 19A는 형광관(LP)의 평면도

도 19B는 형광관(LP)의 측면도

도 19C는 도 19A의 Ⅰ-Ⅰ선에서 자른 단면도

도 20A는 램프케이블(LPC3)의 평면도

도 20B는 도 20A의 Ⅰ-Ⅰ선에서 자른 단면도

도 20C는 도 20B의 Ⅱ의 부분의 확 도

도 21A는 제 1의 고무부시(GB1)의 평면도

도 21B는 고무부시(GB1)를 도 21A에 표시한 (1)의 방향에서 본 도면

도 21C는 고무부시(GB1)를 도 21A에 표시한 (2)의 방향에서 본 도면

도 21D는 도 21B의 Ⅰ-Ⅰ선에서 자른 단면도

도 21E는 도 21B의 Ⅱ-Ⅱ선에서 자른 단면도

도 22A는 제 2의 고무부시(GB2)의 평면도

도 22B는 고무부시(GB2)를 도 22A에 표시한 (1)의 방향에서 본 도면

도 22C는 고무부시(GB2)를 도 22A에 표시한 (2)의 방향에서 본 도면

도 23A는 램프리플렉터(LS)의 평면도

도 23B는 램프리플렉터(LS)를 도 23A에 표시한 (1)의 방향에서 본 도면

도 24A는 도 23A에 표시한 램프리플렉터(LS)의 Ⅰ-Ⅰ선에서 절단한 단면도

도 24B는 도 23A에 표시한 램프리플렉터(LS)의 Ⅱ-Ⅱ선에서 절단한 단면도

도 24C는 도 23A에 표시한 램프리플렉터(LS)의 Ⅲ-Ⅲ선에서 절단한 단면도

도 25A는 O링(OL)의 평면도

도 25B는 도 25A에 표시한 O링(OL)의 Ⅰ-Ⅰ단면도

도 26A는 도광판(GLB), 반사시트(RFS) 및 확산시트(SPS)를 조합한 유닛을 확산시트(SPS)쪽에서 본 평면도

도 26B는 도광판(GLB), 반사시트(RFS) 및 확산시트(SPS)를 조합한 유닛의 측면도

도 27A는 도광판(GLB)의 평면도

도 27B는 도광판(GLB)를 도 27A의 (1)의 방향에서 본 측면도

도 28A는 반사시트(RFS)의 평면도

도 28B는 반사시트(RFS)를 도 28A의 (1)의 방향에서 본 측면도

도 29A는 확산시트(SPS)의 평면도

도 29B는 확산시트(SPS)를 도 29A의 (1)의 방향에서 본 측면도

도 29C는 도 29B의 Ⅰ의 부분을 확 한 도면

도 29D는 도 29A의 Ⅱ의 부분을 확 한 도면

도 30A는 액정표시소자(PNL)의 외주부에, 주사신호선 가요성프린트기판(RPC1)과, 접어구부리기전의 영상
신호선쪽 가요성프린트기판(FPC2)를 실장한 상태를 표시한 평면도

도 30B는 인터페이스기판(PCB)을 표시한 평면도

도 31A는 주사신호선쪽 가요성프린트기판(FPC1)의 평면도

도 31B는 주사신호선쪽 가요성프린트기판(FPC1)의 액정표시소자(PNL)의 단자와 접속하는 부분(Ⅰ부)의 확
평면도

도 32는 영상 신호선쪽 가요성프린트기판(FPC2)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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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은 인터페이스기판(PCB)의 평면도

도 34는 액정표시소자(PNL)와 (FPC1)및 (FPC2)가 접속되어 있는 부분을 확 한 사시도

도 35는 도 34의 Ⅰ-Ⅰ선에서 절단한 단면도

도 36은 액정표시모듈(MDL)의 등가회로를 표시한 블록도

도 37A는 일실시예의 호스트컴퓨터와 제어기부(101)사이의 표시데이터의 흐름을 표시한 도면

도 37B는 다른 실시예의 호스트컴퓨터와 제어기부(101)사이의 표시데이터의 흐름을 표시한 도면

도 38은 액정표시모듈(MDL)의 전원공급관계를 표시한 도면

도 39는 인터페이스기판(PCB)의, EMI필터의 배치를 표시한 도면

도 40은 액정표시소자(PNL)의 화소부의 평면도

도 41은 도 40의 Ⅰ-Ⅰ선에서 자른 단면도

도 42은 도 40의 Ⅱ-Ⅱ선에서 자른 단면도

도 43은 도 40의 Ⅲ-Ⅲ선에서 자른 단면도

도 44는 TFT액정표시소자 TFT-LCD의 구동파형을 표시한 도면

도 45A는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예를 표시한 액정표시모듈의 이면도

도 45B는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예를 표시한 액정표시모듈의 측면도

도 46A는 파괴시험에 의해 파괴된 액정표시장치를 표시한 도면

도 46B는 파괴시험시에 도광판(GLB)이 유리기판(SUB1)에 닿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도 47A, 도 47B 및 도 47C는, 강한 충격에 의해 액정표시소자(PNL)의 유리기판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책을 실시한, 본 발명의 제 3의 실시예를 표시한 액정표시모듈(MDL)의 단면도

도 48A는 본 발명의 제 4의 실시예의 도광판(GLB)의 평면도

도 48B는 도 48A의 돌기(PJ5)의 확 도

도 49A는 액정표시소자(PNL)위의 칩(IC1)을 양면테이프(BAT)에 의해 실드케이스(SHD)에 첩부(貼付)한 예
를 표시한 도면

도 49B는  액정표시소자(PNL)와  영상신호선쪽 가요성프린트기판(FPC2)의  주된 부분에 양면테이프(BAT)를 
붙이고, 액정표시소자(PNL)를 실드케이스(SHD)에 고정한 예를 표시한 도면

도 49C 및 도 49D는 IC칩의 사이에 염화비닐로 이루어진 스페이서(CLSPC)를 설치한 예를 표시한 도면

도 49E는 IC칩사이에 고무의 스페이서(GSPC)를 설치하여 IC칩을 보호하는 예를 표시한 도면

도 49F는 IC칩사이 및 액정표시소자(PNL)와 가요성프린트기판(FPC2)이 주된 부분에 염화비닐로 이루어진 
스페이서(CLSPC)를 설치한 예를 표시한 도면

도 50A 및 도 50B는 실드케이스(SHD)에 액정표시소자(PNL)의 유리기판(SUB1), (SUB2)을 고정한 본 발명의 
제 6의 실시예를 표시한 단면도

도 51A 및 도 51B는 실드케이스(SHD)에 액정표시소자(PNL)의 유리기판(SUB1), (SUB2)을 고정한 본 발명의 
제 6의 실시예를 표시한 단면도

도 52는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를 정보처리장치에 탑재한 예를 표시한 도면

도 53A, 도 53B 및 도 53C는 종래의 액정표시장치의 백라이트의 수납구조를 표시한 도면

도 54는 본 발명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비교예를 표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한 부호의 설명

MDL: 액정표시모듈                      SAD: 위쪽실드케이스

ML: 몰드케이스                            WSPC: 테두리스페이서

LF1: 제 1의 아래쪽 실드케이스      LF2: 제 2의 아래쪽 실드케이스

PRS1, PRS2: 프리즘시트,             POR: 편광반사판

LP: 형광관                                  LPC3: 램프케이블

GB1, GB2: 고무부시                    LS: 램프리플렉터               

OL: O링                                     GLB: 도광판

RFS: 반사시트                             SPS: 확산시트

PNL: 액정표시소자                   

FPC1: 주사신호선쪽 가요성프린트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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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C2: 영상신호선쪽 가요성프린트기판

PCB: 인터페이스기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표시영역주변의 표시에 기여하지 않는 액자영역을 축소한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언제라도, 어디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계산처리하고 싶다고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도 52
에 표시한 바와 같은, 가반형(可般形)의 정보처리장치가 개발되어 있다.   가반형의 정보처리장치의 예에
는 노트북형의 퍼스널컴퓨터(이하 노트퍼스콘이라 양칭함), 워드프로세서, 휴 형정보단말이나 호주머니
형 컴퓨터가 있다.

이들 가반형의 정보처리장치의 표시장치에는, 얇고, 가볍고, 소비전력이 적다는 이유로, 액정표시장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액정표시장치는 화상을 표시하는 액정표시패널과 구동회로에 의해 구성되나 구동회로는 액정표시패널의 
주위에 형성되고, 표시에 기여하지 않는 영역(소위 액자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반형의 정보처리장치에서도 표시영역을 크게해서, 보기 쉽게하고 싶다는 요구가 높아
지고 있다.   단순히 표시영역을 크게하는 방법으로는, 형의 액정표시장치를 사용하면 되나, 그것으로
서는 가반성이 살실되어 버리고, 가반형의 정보처리장치의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그래서, 표시에 기여하지 않는 영역을 작게 해서, 동일외형의 액정표시장치에 비해 표시영역을 크게하는, 
소위 액자축소의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액자축소기술에 관한 선행기술에는 일본국특원평 6-75019호 및 동특원 평 7-297234호가 있으며 일단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발명자들은, 종래보다도 표시영역을 크게 하고, 액자영역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해결하지 않
으면 안될 과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도 53A는 액정표시장치의 케이스(ML)에 도광판(GLB), 형광관(LP)등으로 이루어진 백라이트를 실장한 도면
이다.   도 53B는 도 53A의 B-B선에서 자른 단면이다.도 53C는 도 53A의 C-C선에서 자른 단면이다.

종래의 액정표시장치는, 도 53B, 도 53C에 표시한 바와 같이, 형광관(LP)에 전압을 공급하는 램프케이블
(LPC1),(LPC2)에 단면이 둥근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액정표시장치에 램프케이블(LPC1),(LPC2)을 배치하는 장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 액정표시장치의 
액자영역을 작게 하는 것을 할 수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액정표시장치의 표시에 기여하지 않는 영역인 액자영역을 작게 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액정표시소자와, 이 액정표시소자에 광
을 공급하는 백라이트와, 상기 액정표시소자 및 백라이트를 수납하는 케이스를 가지고, 상기 백라이트에 
전압을 공급하는 램프케이블을 도전박과 절연필름을 적층한 플래트케이블에 의해 형성하고, 상기 백라이
트와 상기 액정표시소자 사이에 상기 램프케이블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 것이다.

또,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액정표시소자와, 이 액정표시소자에 광을 공급하는 백라이트와, 상기 액정표
시소자 및 백라이트를 수납하는 케이스를 가지고, 상기 백라이트에 전압을 공급하는 램프케이블을 도전박
과 절연필름을 적층한 플레트케이블에 의해 형성하고, 상기 백라이트는 광을 발하는 형광관과, 형광관의 
양 끝에 형성된 전극을 덮는 절연성의 부시를 가지고, 상기 램프케이블은 상기 형광관의 한 쪽의 전극에 
접속되고, 상기 형광관의 표면을 따라서 접어 구부려지고, 상기 부시는 상기 램프케이블의 상기 형광관의 
표면을 따라서 접어 구부려진 부분을 덮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액정표시소자와, 이 액정표시소자에 광을 공급하는 백라이트와, 상기 액정표
시소자 및 백라이트를 수납하는 케이스를 가지고, 상기 백라이트에 전압을 공급하는 램프케이블을 도전박
과 절연필름을 적층한 플래트케이블에 의해 형성하고, 상기 램프케이블은 상기 형광관의 전극에 접속하는 
단자를 가지고, 상기 램프케이블의 단자는, 상기 형광관의 한 쪽의 전극에 땜납에 의해 접속되고, 상기 
램프케이블의 단자로부터 상기 땜납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은 실시예에 의해 설명한다.

실시예 1

본 발명의 제 1의 실시예의 주요부분을 도 1A, 도 1B 및 도 1C에 표시한다.

도 1A는 액정표시장치(이하 액정표시모듈(MDL)라 부름.)의 광원인, 램프유닛의 외관을 표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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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는 램프유닛의, 형광관(LP)과 램프케이블(LPC3)이 접속하는 부분의, 단면을 표시한 도면이다.

도 1C는 도 1A의 Ⅰ-Ⅰ선에서 자른 단면도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도 1B에 표시한 바와 같이, 램프케이블(LPC3)을 플래트케이블에 의해 형성하고 있음으
로, 램프케이블(LPC3)을 액정표시소자와 백라이트사이의 좁은 장소에 수납할 수 있음으로, 액정표시모듈
(MDL)의 액자영역을 축소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도 1B에 표시한 바와 같이, 램프케이블(LPC3)을 플래트케이블에 의해 형성하고, 램
프케이블(LPC3)을 형광관(LP)의 표면을 따라서 접어 구부리고, 형광관(LP)과 램프케이블(LPC3)을 함께 고
무부시(GB1)로 덮고 있으므로, 형광관(LP)을 유지하는 부분을 작게 할 수 있어, 액정표시모듈(MDL)의 액
자영역을 축소할 수 있다.

또,  도  1B에  표시한  바와  같이,  (LPC3)은  램프리플렉터(LS)  및  고무부시(GB1)의  개구부(또는 슬
릿)(HOPS),(HOPG)를 통해서 (LS) 및 (GB1)의 밖으로 나오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HOPS)의 끝부분으로
부터 고무부시(GB1)이 노출해 있으므로, (LS)의 끝부분으로부터 고무부시(GB1)이 노출해 있으므로, (LS)
를 펑칭에 의해 형성할 때에 발생하는 금속의 뾰족한 부분, 소위 거스러미(burr)에 의해 (LPC3)이 손상되
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 도 1B에 표시한 바와 같이, (GB1)내의 (LPC3)은 절연필름금속박이 샌드위치된 부분에서 접어 구부리고 
있으므로, (LPC3)은 (GB1)내에서 단선하는 일이 없다.

또  본  발명에서는,  도  1C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램프케이블(LPC3)의  단자(TRM)를  형광관(LP)의 땜납
(LPSOL)을 형성한 영역보다도 가늘게 하고 있다.

도 54는, 본 발명과의 비교를 위해 표시한 비교예이다.   도 54에 표시한 실시예에서는 램프케이블(LPC
3)의 단자(TRM2)와 형광관(LP)의 단자와의 접속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 단자(TRM2)는 형광관(LP)의 땜납
(LPSOL)을 형성한 영역을 완전히 덮고 있다.   따라서, 도 54에 표시한 비교예에서는, 단자(TRM2)와 형광
관(LP)의 전극사이의 땜납(LPSOL), 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램프케이블(LPC3)의 접속불량에 의해 액정
표시장치가 점등불량을 일으킬 염려가 있었다.

본 발명에서는, 도 1C에 표시한 바와 같이, 땜납(LPSOL)을 단자(TRM2)로부터 노출시키고 있음으로, 형광
관(LP)과 램프케이블(LPC3)의 접속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액정표시장치의 점등불량을 없앨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적용한 액정표시모듈(MDL)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한다.

《액정표시모듈(MDL)의 외관》

도 2A, 도 2B, 도 2C, 도 2D 및 도 2E는, 액정표시모듈(MDL)의 조립완성도로서, 도 2A는 액정표시소자
(PNL)의 표면쪽(즉, 위쪽, 표시쪽)에서 본 정면도, 도 2D는 앞측면도, 도 2C는 우측면도, 도 2B는 좌측면
도 및 도 2E는 뒤측면도이다.

도 3은, 액정표시모듈(MDL)의 조립완성도로서, 액정표시소자의 이면쪽(아래쪽)에서 본 이면도이다.

모듈(MDL)은, 몰드케이스(ML), 실드케이스(SHD)의 2종의 수납, 유지부재를 가진다.

(HLD1),(HLD2),(HLD3) 및 (HLD4)는, 당해모듈(MDL)을 표시부로 해서 노트북형퍼스널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실장하기 위해 형성한 4개의 장착구멍이다.

도 8에 표시한 몰드케이스(ML)의 장착구멍(HLD1),(HLD2),(HLD3),(HLD4)에 일치하는 위치에 도 7에 표시한 
실드케이스(SHD)의 장착구멍(HLD1),(HLD2),(HLD3) 및 (HLD4)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의 장착구멍에 나사 
등을 통해서 정보처리장치에 고정, 실장한다.   당해 모듈(MDL)에서는, 백라이트용의 인버터(IV)를 도 52
에  표시한  바와  같이  (HLD1)과  (HLD3)사이에  있는  오목부에  배치하고,  접속커넉터(LCT), 램프케이블
(LPC1),(LPC2)을 개재해서 백라이트의 형광관(LP)에 전원을 공급한다.  본체컴퓨터(호스트)로부터의 신호 
및 필요한 전원은, 모듈이면에 위치하는 인터페이스커넥터(CT1)를 개재해서, 액정표시모듈(MDL)의 제어기
부 및 전원부에 공급한다.

또한, 도 2에 표시한 액정표시모듈(MDL)의 외형치수는, 긴변W〈(HLD1)쪽과 (HLD2)쪽의 각에 의해 규정되
는 변〉는 297.5㎜, 짧은변H〈(HLD2)쪽과 (HLD4)쪽의 각에 의해 규정되는 변〉는 214.5㎜, 두께 T는 8.0
㎜, 표시영역(AR)(유효화소의 부분)으로부터 재서, 실드케이스(SHD)의 위액자까지(도2의 Ⅱ-Ⅱ의 선상)의 
폭Ｘ1은  3.9㎜,  아래액자까지(도  2의  Ⅰ-Ⅰ의  선상)의  폭Ｘ2는  7.9㎜,  좌측액자까지(도  2의  Ⅲ-Ⅲ의 
선상)의 폭Y1은 15.5㎜, 우측액자까지(도 2의 Ⅳ-Ⅳ의 선상)의 폭Y1은 15.5㎜, 우측액자까지(도 2의 Ⅳ-
Ⅳ의 선상)의 폭 Y2는 4.2㎜이다.

또 표시영역(AR)의 크기는, 긴변W는 270.3㎜, 짧은 변H는 202.8㎜이고, 각사이즈D는 34㎝(13.3인치)이
다.

표시영역(AR)내의 화소의 수는 R,G,B 3색의 화소를 종합해서 1화소로 하면, 긴변방향(가로방향, X방향)으
로 1024개, 짧은변방향(세로방향, Y방향)으로 768개 배치되어 있다.

도 2에 표시한 액정표시모듈(MDL)은 앞서 소개한 선행기술 일본국 특원평 7-297234호에 기재된 액정표시
모듈(MDL)과 비교하면, 액정표시모듈(MDL)의 외형치수 및 표시영역(AR)의 크기는 크게 되었는데도 불구하
고, 표시에 기여하지 않는 액자영역이 작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도 2에 표시한 액정표시모듈
(MDL)을 사용하면 가반형정보처리장치의 가반성을 잃지 않고서, 보기쉬운 큰 표시를 얻을 수 있다.   또
한, 도 2에 표시한 액정표시모듈(MDL)의 중량은 략 650g이고, 가반형정보처리장치에 사용하는데 충분한 
가볍기이다.

액정표시모듈(MDL)의  장착구멍은  도  6A,  도  6B에  표시한  모양을  하고  있다.  장착구멍은 램프케이블
(LPC1),(LPC2)쪽〈도 2A의 (B)의 부분참조〉은 도 6B에 표시한 (HLD3)과 같이 둥근 구멍으로 되어 있다.   
인터페이스커넥터(CT1)쪽〈도 2A의 (A)의 부분참조〉의 장착구멍은 도 6A에 표시한 (HLD2)와 같이 U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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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치로 되어 있다.

액정표시모듈(MDL)의  외부장치(호스트컴퓨터  등)와  접속을  취하는  인터페이스커넥터(CT1)의  핀배치(C의 
부분참조)는 도 6C에 표시한 모양을 하고 있다.

《액정표시모듈(MDL)의 단면》

도 4A는 도 2에 표시한 액정표시모듈(MDL)의 Ⅰ-Ⅰ선에서 자른 단면,  도 4B는 도 2에 표시한 액정표시모
듈(MDL)의 Ⅱ-Ⅱ선에서 자른 단면,  도 5A는 도 2에 표시한 액정표시모듈(MDL)의 Ⅲ-Ⅲ선에서 자른 단면,  
도 5B는 도 2에 표시한 액정표시모듈(MDL)의 Ⅳ-Ⅳ선에서 자른 단면이다.

도 4A, 도 4B, 도 5A 및 도 5B에 있어서, 각 부재의 설명을 하면, 이하와 같이 된다.

(SHD)는  액정표시소자(PNL)의  주변  및  액정표시소자(PNL)의  구동회로를 덮는 
실드케이스(위쪽케이스)이다.

(ML)은 백라이트를 수납하는 몰드케이스(아래쪽케이스)이다.

(LF1) 및 (LF2)는 아래쪽 케이스를 덮는 제 1 및 제 2의 아래 실드케이스이다.

(WSPC)는 백라이트의 주위를 덮는 테두리스페이서이다.

(SUB1) 및 (SUB2)는 액정표시소자(PNL)를 구성하는 유리기판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SUB1)은 박막트랜
지스터 및 화소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이고, (SUB2)는 컬러필터 및 공통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이
다.

(FUS)는 (SUB1)과 (SUB2)의 사이에 봉입된 액정을 봉하여 막는, 실링재이다.

(BM)은 (SUB2)에 형성된 차광막이다.   본 실시예의 액정표시모듈(MDL)은, 표시영역(AR)주변의 (BM)이 차
광하는 영역을 최적으로 함으로써, 45°이상의 경사진 각도에서 표시영역을 봐도, 백라이트로부터 직접 
누설되어 나오는 광을 볼 수 없고, 또 표시영역(AR)주변의 표시에 관계없는 부분〈예를 들면 테두리스페
이서(WSPC)에 의해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는 일도 없도록 하고 있음으로, 실드케이스(SHD)에 의해 
필요이상으로 (SUB1),(SUB2)를 덮을 필요가 없고 액자영역을 축소할 수 있다.

(POL1)은 (SUB2)에 첩부(貼付)되는 위편광판이고, (POL2)는 (SUB1)에 첩부되는 아래편광판이다.   본 실
시예의 액정표시소자(PNL)은 (POL1),(POL2) 및 (SUB1)과 (SUB2)사이에 형성되는 액정층에 의해, 백라이트
로부터 공급되는 광을 투과하거나 차단하거나 함으로써 화상을 표시하고 있다.

(VINC1)은 (SUB2)에 첩부되는 시각확 필름이고, (VINC2)는 (SUD1)에 첩부되는 시각확 필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SUB1),(SUB2)에 시각확 필름을 설치함으로써, 관측자가 표시를 보는 각도에 따라 콘트라
스트가 변화하는 액정표시소자특유의 문제인, 시각의 존성을 없애고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의 액정표
시모듈(MDL)에서는 시각확 필름에 의해 표시영역(AR)의 중앙부와 주변부의 콘트라스트차를 없애고, 각
사이즈D가 34㎝(13.3인치)이상의 넓은 표시영역을 가진 액정표시장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시각확 필름은 편광판의 바깥쪽에 첩부해도 좋으나, 시각확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본 실시예에서
는 편광판과 유리기판사이에 시각확 필름을 형성하고 있다.   (LP)는 백라이트의 광원이 되는 형광관이
다.

(GLB)는 백라이트의 도광판이며, 형광관(LP)으로부터 오는 광을 (SUB1), (SUB2)의 방향을 향해 균일한 면
광원을 형성하도록 작용한다.   (GLB)의 단면은 중량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LP)쪽에서는 두껍게, (LP)
와 반 쪽에서는 얇은, 테이퍼형상을 하고 있다.

(RFS)는 반사시트로서, (GLB)의 바닥면에 내도한 광을 반사하여 (GLB)의 속으로 되돌리는 작용을 한다.

(SPS)는 확산시트로서, (GLB)의 상면으로부터 액정표시소자(PNL)을 향해서 사출하는 광을 여러가지 방향
으로 확산하는 작용을 한다.

(PRS)는 프리즘시트로서, (SPS)에서 확산한 광을 특정한 출사각의 범위로 집광하여, 백라이트의 휘도를 
향상하는 작용을 한다.

(POR)은 편광반사판으로서, 액정표시장치의 휘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다.   (POR)은 특정의 편
광축의 광만을 투과하고, 그 이외의 편광축의 광은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POR)가 투과
하는 편광축을 아래편광판(POL2)의 편광축과 맞춤으로써, 종래(POL2)에서 흡수되고 있던 광도(POR)과 도
광판(GLB)의 사이에서 가고오고 하고 있는 동안에 (POL2)를 투과하는 편광광으로 바뀌어져서 (POR)로부터 
사출됨으로, 액정표시장치의 휘도를 향상할 수 있다.

(LS)는 램프리플렉터로서, (LP)에서 발생한 광을 (GLB)의 방향으로 반사하는 작용을 한다.   (LS)는 또 
후술하는 바와 같이,  (LP)를  유지하는 작용도 한다.   또,  (LS)는  도 4A에  표시한 바와 같이,  (LS)가 
(GLB)를 사이에 끼워넣음으로써, (GLB)에 고정되어 있음으로, (LP)를 간단히 교환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테두리스페이서(WSPC)는 도광판(GLB)의 주변부를 누르고, (WSPC)의 훅을 몰드케이스(ML)의 
구멍에 삽입함으로써, (GLB)를 (ML)에 확고하게 고정하여, (GLB)가 액정표시소자(PNL)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또, (SPS),(PRS) 및 (POR)도 (WSPC)에 의해 억눌려 있음으로, (SPS),   
(PRS) 및 (POR)이, 비뚤어지는 일이 없고, 각사이즈D가 34㎝(13.4인치)이상의 넓은 표시영역을 가진 액
정표시소자(PNL)를 조명하는 백라이트를 액정표시장치내에 실장할 수 있다.

테두리스페이서(WSPC)는, 편광반사판(POR)의 투과광의 편광축을, 액정표시소자(PNL)의 편광축(구체적으로
는, 백라이트쪽의, 편광판(POL2)  또는 액정기판(SUB2)의 배향막에 의해 규정되는, 편광축.)에 정확하게 
맞추는 기능을 다한다.

즉 도 5A에 표시한 바와 같이, (WSPC)는 (WSPC)의 하나의 측벽에 의해, 편광반사판(POR)의 일변을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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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으로, 회전운동에 의해, 편광반사판(POR)과 액정표시소자(PNL)의 편광축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편광반사판(POR)과 액정표시소자(PNL)를 동일한 유지부재인 (WSPC)에 의해 
유지하고 있음으로, 액정표시모듈(MDL)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도, 편광반사판(POR)과 액정표시소자(PNL)의 
편광축이 어긋나는 일이 없다.

액정표시소자(PNL)와 편광반사판(POR)의 편광축의 어긋남을 방지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이며, 만약 이를 
편광축이 어긋나면, 액정표시모듈(MDL)의 휘도가 폭적으로 저하하며, 심한 경우는 화상의 표시가 불가
능하게 된다.

(GC1)은 (WSPC)와 (SUB1)사이에 설치되는 고무쿠션이다.

(LPC3)은 형광관(LP)에 전압을 공급하는 램프케이블로서, 실장스페이스를 취하지 않도록 플래트케이블로 
이루어지며 (WSPC)와 (LS)의 사이에 설치된다.   (LPC3)은 양면테이프에 의해 (LS)에 첩부되어 있음으로, 
형광관(LP)을 교환할 때에 (LS)와 함께 교환할 때에 (LS)와 함께 교환할 수 있어, (LPC3)을 (LP)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없고, (LP)의 교환이 용이하다.   또 (LPC3)은 가요성필름과 금속막의 다층막에 의해 이루
어지기 때문에, (WSPC)와 (LS)의 충돌을 방지하는 쿠션으로도 된다.

(OL)은 O링으로서, (LP)와 (LS)와 사이의 완충작용을 한다.   (OL)은 (LP)의 휘도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다.   또 (OL)은 (LP)로부터 고주파의 전류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유전율이 낮은 절연물로 이루어진다.   (OL)은 또 (LP)가 도광판(GLB)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쿠션
으로 되어 있다.

(IC1)은 액정표시소자(PNL)의 영상신호선을 구동하는 드레인드라이버칩으로서, 반도체칩의 속에 구동회로
가 집적되어, (SUB1)위에 실장되어 있다.   (IC1)은 (SUB1)의 한 쪽의 변에만 실장되어 있음으로, (IC1)
가 실장된 변과 향하는 변은 액정표시모듈(MDL)의 액자영역을 축소할 수 있다(도 4B참조), 또 형광판
(LP) 및 램프리플렉터(LS)는 (SUB1)의 (IC1)이 실장된 부분의 아래에 표개서 형성되어 있음으로, (LP) 및 
(LS)를 액정표시모듈(MDL)내에 콤팩트하게 수납할 수 있다.

(IC2)는 액정표시소자(PNL)의 주사신호선을 구동하는 게이트 드라이버칩으로서, 반도체칩의 속에 구동회
로가 집적되어, (SUB1)위에 실장되어있다.

본 실시예의 실장기술은 박막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액티브매트릭스형의 액정표시장치를 예로해서 기재하고 
있으나, 박막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 않는 패시브매트릭스형의 액정표시장치에 응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패시브매트릭스형의  액정표시장치의  경우는  (IC1)는  세크먼트드라이버칩을  사용하여  (SUB1)위에 

실장하고, (IC2)는 공통드라이버칩을 사용하여 (SUB2)위에 실장하면된다.

(FPC1)은  주사신호선쪽  가요성프린트기판으로서,  (SUB1)의  외부단자에  이방성도전막에  의해  접속되고, 
(IC2)에 전원 및 구동신호를 공급하고 있다.   (FPC1)위에는 저항이나 콘덴서 등의 칩부품(EP)이 실장되
어 있다.

(FPC2)는  영상신호선쪽  가요성프린트기판으로서,  (SUB1)의  외부단자에  이방성도전막에  의해  접속되고, 
(IC1)에 전원 및 구동신호를 공급하고 있다.   (FPC2)위에는, 저항이나 콘덴서등의 칩부품(EP)이 실장되
어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액자영역을 축소하기 위하여, (FPC2)는 램프리플렉터(LS)를 싸도록 접어 구
부려지고, (FPC2)의 일부(6부)는 백라이트의 이면의 몰르케이스(ML)와 제 2의 아래 실드케이스 (LF2)의 
사이에 끼워져 고정되어있다.   몰드케이스(ML)에는 (FPC2)의 칩부품(EP)의 스페이스를 확보하기위한 노
치가 형성되어 있다.   (FPC2)는 접어구부리기 쉽도록 얇은 두께의 부분(a부)과, 다층배선을 의해 두께가 
두꺼운 부분(b부)으로 구성되어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아래 실드케이스를 제 1의 아래 실드케이스
(LF1)와 제 2의 아래 실드케이스(LF2)로 나누어서 액정표시모듈(MDL)의 이면을 덮고 있음으로, 도 4A에 
표시한 바와 같이, (LF2)를 떼어내고 (FPC2)를 젖히면 램프리플렉터(LS)를 노출시킬수 있음으로 형광판
(LP)의 교환이 용이하다.

(PCB)는  전원회로나  제어기회로가  형성된  인터페이스기판으로서,  다층의  프린트기판으로  이루어진다.    
본 실시예에서는, 액자영역을 축소하기 위하여, (PCB)는 (FPC1)의 아래에 포개서 형성되고, 양면테이프
(BAT)에 의해 (SUB1)에 첩부되어 있다.

도 5A에 표시한 바와 같이 (PCB)에는 커넥터(CTR4)가 설치되어 (FPC2)의 커넥터(CT4)와 전기적으로 접속
되어있다.   도시하지 않으나, (FPC1)도 커넥터를 개재해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있다.

(SUP)는 보강판이며, 아래 실드케이스(LF1)과 커넥터(CT4)의 사이에 설치되어(CT4)가 (CTR4)로부터 분리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SPC4)는 실드케이스(SHD)와 위편광판(POL1)의 사이에 설치하는 스페이서로서, 부직포로 이루어지고 점착
재에 의해 실드케이스에 첩부되어있다.   또한, (SPC4)를 양면테이프로서해 (SHD)와 (POL1)을 붙여도 된
다.

본 실시예에서는 액정표시소자(PNL)가 (SHD)로부터 튀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 4B에 표시한 
바와  같이,  플라스틱필름으로  이루어진  편광판(POL1)을  유리기판(SUB1)으로부터  연장하여,  (POL1)을 
(SHD)에 의해 누르고 있다.   (SUB2)로부터 나온(POL1)을 (SHD)에 의해 누르는 구성에 의해, 본 실시예는 
액자영역을 축소해도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고 있다.

또  플라스틱필름으로 이루어진 시각확 필름(VINC1)을  유리기판(SUB1)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VINC1)을 
(SHD)에 의해 눌러도 액정표시소자(PNL)가 (SHD)로부터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서는 (POL1)과 (VINC1)의 양자를 (SUB1)로부터 돌출시켜, (POL1)과 (VINC1)의 양자를 (SHD)에 의해 누르
고 있음으로, (SHD)가 액정표시소자(PNL)을 덮는 영역이 적어도, 액정표시소자(PNL)이 (SHD)로부터 튀어
나가는 일은 없다.

(DSPC)는 드레인스페이서로서, 실드케이스(SHD)와 유리기판(SUB1)의 사이에 설치되며, (SHD)와 (SUB1)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DSPC)는 또, 드레인드라이버칩(IC1)을 덮도록 설치도고, (IC1)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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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노치(NOT)가 형성되어 있음으로, (SHD)나 (DSPC)가 (IC1)에 충돌하는 일이 없고, (IC1)이 파괴되는 
일이 없다.   또 (DSPC)는, (SUB1)의 외부접속단자위에 있는 영상신호선쪽 가요성 프린트기판 (FPC2)도 
누르고 있음으로, (SUB1)로부터 (FPC2)가 박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SUB1)과 (FPC2)가 전기적으로 도통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DSPC)는, (IC1)을 유지하기 위해 충격이 가해져도 찌부러지지
않고, 또 (SUB1)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염화비닐계의 플라스틱으로 형성되어있
다.

(FUS)는 액정의 봉입구에 충전하는 실링재이다.

(BAT)는 양면테이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5A 및 도 5B에 표시한 바와 같이 액정표시소자(PNL)의 
게이트드라이버칩(IC2)쪽 (G쪽)과 액정의 봉입구쪽은, 컬러필터쪽의 유리기판(SUB2)이 실드케이스(SHD)에 
양면테이프(BAT)에 의해 첩부되어있다.   또, 도 4B에 표시한 바와 같이 액정표시소자(PNL)의 드레인드라
이버칩(IC1)이 실장되어있지 않는 쪽(LD쪽)도 점착재를 붙인 스페이서(SPC4)를 개재해서 (SUB2)가 (SHD)
에 첩부되어있다.   (SPC4)가 양면테이프와 동등한 기능을 다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액정표시소
자(PNL)의 드레인드라이버칩(IC1)이 실장되어있는 쪽(D쪽)을 제외하고 액정표시소자(PNL)가 (SHD)에 첩부
되어 있음으로, 강한 충격을 받아도 액정표시소자(PNL)가 (SHD)로부터, 어긋나는 일이 없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도 5B에 표시한 바와 같이, 봉입구쪽은 (SUB1)과 (SUB2)의 끝부분을 략 일치시켜서 
맞붙이고 있다.   그리고 본 실시예에서는, (SUB1)과 (SUB2)가 포개져있는 끝부분을 실드케이스(SHD)와 
테두리스페이서(WSPC)에 의해 사이에 끼워서 액정표시소자(PNL)을 고정하고 있음으로, (SHD)가 액정표시
소자(PNL)를 덮는 영역을 적게할 수 있고, 또 강한 충격을 받아도 (SHD)와 테두리스페이서(WSPC)에 의해 
사이에 끼워있는 부분의 (SUB1)또는 (SUB2)가 깨지는 일이 없다.   또한 (SUB1)과 (SUB2)가 포개져 있는 
끝부분을 실드케이스(SHD)와 몰드케이스(ML)에 의해 사이에 끼워서 액정표시소자(PNL)를 고정해도 된다.   
또 (SUB1)과 (SUB2)가 포개져있는 끝부분을 실드케이스(SHD)와 테두리스페이서(WSPC)에 의해 사이에 끼워
서 액정표시소자(PNL)를 고정하는 구성을 (LD쪽)(도 4B참조)에도 적응할 수 있고, (LD쪽)과 (봉입구쪽)의 
양쪽에서 (SUB1)과 (SUB2)가 포개져있는 끝부분을 유지하는 구성을 채용함으로써, 액자영역을 더욱 축소
할 수 있어, 액정표시모듈(MDL)이 더욱 강한 충격에 견딜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액정표시모듈(MDL)을 구성하는 각 부재에 해서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위쪽실드케이스(SHD)》

도 7A에 위쪽실드케이스(SHD)의 정면도, 도 7B에 위쪽실드케이스(SHD)의 우측면도, 도 7C에 위쪽실드케이
스(SHD)의 좌측면도, 도 7D에 위쪽실드케이스(SHD)의 뒤측면도, 도 7E에 위쪽실드케이스(SHD)의 앞측면도
를 표시한다.

위쪽 실드케이스(SHD)(이하,  실드케이스라 약칭함.)는,  1매의 금속판을 프레스가공기술에 의해, 펀칭과 
벤딩가공에 의해 작성된다.   (WD)는 액정표시소자(PNL)의 표시영역을 노출하는 개구이며, 이하 표시창이
라 부른다.   (NL)은 실드케이스(SHD)와 아래쪽 실드케이스(LF1),(LF2)와의 고정용손톱, (HK)는 마찬가지
로 고정용의 훅구멍이며, 실드케이스(SHD)에 일체를 형성되어 있다.   또한 도 7의 고정용손톱(NL)은 접
어구부리기전의 상태를 표시하고 있다.   (FG2)는 프레임그라운드이며, 금속판을 접어구부린 돌기이고, 
(FG2)의 아래에 형성되는 주사신호선쪽 가요성프린트기판(FPC1)의 그라운드라인과 전기적인 접속을 취하
기 위하여 형성되어있다.   (FG3)로 프레임그라운드로서, 인터페이스기판(PCB)의 그라운드라인과 전기적
인 접속을 취하기 위하여 형성되어있다.   (HLD1),(HLD2),(HLD3),(HLD4)는 (SHD)에 형성된 장착구멍이다.

실드케이스(SHD)는, 액정표시소자(PNL)의 구동회로를 덮고, 액정표시모듈로부터 발하게 되는 유해한 전자
파 EMI(Electro Magnetic Inter ference)를 차폐하는 기능이 있다.

《몰드케이스 CML》

도 8A에 몰드케이스(ML)의 정면도, 도 8B에 몰드케이스(ML)의 좌측면도, 도 8C에 몰드케이스(ML)의 우측
면도, 도 8D에 몰드케이스(ML)의 앞측면도, 도 8E에 몰드케이스(ML)의 뒤측면도를 표시한다.   

도 9에 몰드케이스(ML)의 이면도를 표시한다.   도 8A의 Ⅰ-Ⅰ단면도를 도 10A에, 도 8A의 Ⅱ-Ⅱ단면도를 
도 10C에, 도 8B의 Ⅲ-Ⅲ단면도를 도 10B에, 도 8A의 Ⅳ-Ⅳ단면도를 도 10D에, 도 8A의 Ⅴ-Ⅴ단면도를 도 
10E에, 도 8A의 Ⅵ-Ⅵ단면도를 도 10F에, 도 9의 Ⅶ-Ⅶ단면도를 도 10G에 표시한다.

몰드케이스(ML)은 액정표시모듈(MDL)의 아래쪽케이스의 기능을 다하고, 백라이트를 수납하는 케이스이며, 
도광판(GLB)과 반사시트(RFS)를 유지하고 있다.   (ML)은 합성수지를, 1개의 금형에 의해, 일체성형함으
로써 만들어진다.   (ML)은 위 실드케이스(SHD)와, 각 고정부재와 탄성체의 작용에 의해, 확고하게 합체
함으로, 액정표시모듈(MDL)이 내진동충격성, 내열충격성을 향상할 수 있고,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다.

(ML)의 바닥면에는, 주위의 테두리형상부분을 제외한 중앙의 부분에, 개구부(MO)가 형성되어있다.   (M
L)의 바닥면에 (MO)를 형성함으로써, (ML)의 바닥면이, 불룩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액정표시모듈
(MDL)의 최 의 두께를 억제할 수 있다.   또(ML)의 바닥면에 (MO)를 형성함으로써, 합성수지에 의해 일
체성형된, (MO)의 중량을 억제할 수 있음으로, 액정표시모듈(MDL)을 가볍게 할 수 있다.

도 8A, 도 9의 (HLD1),(HLD2),(HLD3),(HLD4)는 (ML)에 형성한 장착 구멍이다.   (SHD)에도 (ML)에 일치하
는 위치에 장착구멍이 있으며, 나사등을 (SHD) 및 (ML)의 장착구멍을 통해서 응용제품에 고정, 실장된다.   
(RE)는 도광판(GLB)과 반사시트(RFS)의 위치결정부분으로서, (ML)에 형성된 오목부로 이루어진다.   (R
E)에 (GLB)와 (RFS)에 형성한 볼록부를 끼움으로써, (ML)에 (GLB)와 (RFS)를 정확한 방향으로 실장할 수 
있다.   (RE)는 또 (GLB)와 (RFS)가 (ML)내에서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다한다.   (RE)는 또 확
산시트(SPS), 프리즘시트(PRS), 편광반사판(POP)의 위치결정에도 사용되고 있다.   (NR)은 위 실드케이스
(SHD)의 손톱(NL)을 받는 받이부로서, (ML)에 형성된 오목부로 이루어진다.   (NR)에 아래 실드케이스
(LF1),(LF2)를 개재해서 (SHD)의 (NL)을 접어구부려서, 므로써, (SHD)와 (ML) 및 (LF1),(LF2)가 확고하
게 결합한다.   (NH)는 훅구멍으로서, (ML)에 형성한 개구부이다.   (NH)는 테두리 스페이서(WSPC)에 형
성한 훅을 통과시키는 구멍으로서, (NH)를 통과한 훅은 (ML)에 걸려 (WSPC)와 (ML)이 확고하게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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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의 반사시트(RFS)와 도광판(GLB)를 유지하는 면은 도 10A에 표시한 바와 같이 경사해있다.   본 실시
예에서는 (GLB)를 테이퍼 형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GLB)를 유지하는 (ML)도, (GLB)에 맞추어서 슬로
프가 형성되어있다.   또 (ML)에는, (ML)의 이면에 가요성 프린트기판(FPC2)을 접어구부렸을때에, (FPC
2)에 실장된 전자부품(EP)의 위치에 응해서 노치(MNOT)를 형성하고 있다.

《테두리스페이서 (WSPC)》

도 11A에 테두리스페이서(WSPC)의 정면도, 도 11B에 테두리스페이서(WSPC)의 좌측면도, 도 11C에 테두리
스페이서(WSPC)의 우측면도, 도 11D에 테두리스페이서(WSPC)의 앞측면도, 도 11E에 테두리스페이서(WSP
C)의 뒤측면도를 표시한다.   도 12에 테두리스페이서(WSPC)의 이면도를 표시한다.   도 11D의 Ⅰ-Ⅰ단면
도를 도 13A에, 도 11D의 Ⅱ-Ⅱ단면도를 도 13B에, 도 11C의 Ⅲ-Ⅲ단면도를 도 13C에, 도 11C의 Ⅳ-Ⅳ단
면도를 도 13D에, 도 11A의 Ⅴ-Ⅴ단면도를 도 13E에, 도 11A의 Ⅵ-Ⅵ단면도를 도 13F에 표시한다. 

테두리스페이서(WSPC)는 합성수지를, 1개의 금형에 의해, 일체성형함으로써 만들어진다.   (WSPC)는 도광
판(GLB)을 몰드케이스(ML)에 고정하는 기능을 다하며, (GLB)가 액정표시소자(PNL)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
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WSPC)는 편광반사판(POR), 프리즘시트(PRS), 확산판(SPS)도 (ML)에 고정
하고, 이들이 액정표시소자(PNL)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WSPC)는 또 (POR), (PRS),(SPS)의 
주위를 누르고, 그들이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으로, 백라이트가 액정표시소자(PNL)를 균일하게 조
명할 수 있다.  (WSPC)는, 백라이트광이(WSPC)에서 반사하여, 표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흑색으로  되어있다.   (WSPC)는  예를  들면  흑색의  수지로  형성하거나,  수지에  카본블랙등의  안료를 
넣거나, 표면을 광택없애기 흑색도료로 도장함으로써 흑색으로 한다.   도 11, 도 12에서 (WO)는 (WSPC)
에 형성된 개구로서, (WO)를 통해서 백라이트의 광이 액정표시소자(PNL)에 조사된다.   (FK)는 훅이며 
(MO)의 훅구멍(NH)에 들어가 (WSPC)와 (MO)를 확고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WSPC)에 형성되어있다.

《아래쪽 실드케이스(LF1),(LF2)》

도 14A에 아래쪽 실드케이스(LF1)의 정면도, 도 14C에 아래쪽 실드케이스(LF1)의 우측면도, 도 14B에 아
래쪽 실드케이스(LF1)의 좌측면도, 도 14D에 아래쪽 실드케이스(LF1)의 앞측면도를 표시한다.

도 15A에 아래쪽 실드케이스(LF2)의 정면도, 도 15C에 아래쪽 실드케이스(LF2)의 우측면도, 도 15B에 아
래쪽 실드케이스(LF2)의 좌측면도, 도 15D에 아래쪽 실드케이스(LF2)의 앞측면도, 도 15E에 아래쪽 실드
케이스(LF2)의 뒤측면도를 표시한다.

아래쪽실드케이스(LF1),(LF2)(이하, 아래 실드케이스라 약칭함.)는 1매의 금속판을 프레스가공기술에 의
해, 펀칭과 벤딩가공에 의해 작성된다.

제 1의 아래실드케이스(LF1)과 제 2의 아래실드케이스(LF2)는 몰드케이스(ML)의 바닥면을 덮고, 액정표시
모듈(MDL)로부터 발생되는 유해한 전자파EM을 차폐하는 기능이 있다.

제  1의  아래실드케이스(LF1)는  손톱받이부(NRM)에,  접어구부려진 실드케이스(SHD)의  손톱(NL)을  받아서 
액정표시모듈(MDL)에 고정된다.   또 (LF1)은, 나사구멍(NHM1), 나사노치(NHM2)에 나사를 통하여, 몰드케
이스(ML)에도 고정되어 있다.

제  2의  아래실드케이스(LF2)도  손톱받이부(NRM)에,  접어구부려진 실드케이스(SHD)의  손톱(NL)을  받아서 
액정표시모듈(MDL)에 고정된다.

도 14A, 도 15A의 (HLD1),(HLD2),(HLD3),(HLD4)를 (LF1),(LF2)에 형성된 장착구멍이다.   (SHD),(ML)에도 
(LF1),(LF2)에 일치하는 위치에 장착구멍이 있으며, 나사 등을 (SHD),(ML) 및 (LF1),(LF2)의 장착구멍을 
통해서 응용제품에 고정, 실장된다.

제 2의 아래실드케이스(LF2)는, 도 4A에 표시한 바와 같이, 접어구부려진 영상신호선쪽 가요성프린트기판
(FPC2)을 누르는 기능도 다한다.

(FG1)은 (LF2)에 형성된 프레임그라운드로서, (FPC2)의 그라운드라인과 도통을 취하는 부분이다.   도 
15A의 점선으로 둘러싸인 I부를 확 한 도면을 도 15F에 표시한다.   도 15F의 II-II선에서 자른 단면을 
도 15G에 표시한다.

(FG1)은 (LF2)의 금속판을, 프레스가공기술에 의해, 펀칭, 벤딩해서 작성된다.

(FK)는 훅이다.  도 15E의 III-III선에서 자른 단면을 도 15H에 표시한다.   (FK)는, 실드케이스(SHD)에 
형성한 훅구멍(HK)에 걸어서, (LF2)와 (SHD)를 결합하기 위하여 형성되어 있다.

(LF2)에는 보강을 위하여 요철(凹凸)이 형성되어 있다.   도 15A의 IV-IV선에서 자른 단면을 도 15i에 표
시한다.   (LF2)에는 도 15i에 표시한 요철이 긴변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LF1) 및 (SHD)에도 보강을 
위하여 요철이 형성되어 있다.

《프리즘시트(PRS)》

프리즘시트(PRS)는, 제 1의 프리즘시트(PRS1)와 제 2의 프리즘시트(PRS2)의 2매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의 프리즘시트(PRS1)의 평면을 도 16A에, 제 2의 프리즘시트(PRS2)의 평면을 도 17A에 표시한다.   프리
즘시트(PRS)는,  투명한  필름으로 이루어지고,  적어도  한쪽의  면에는  프리즘홈(PRR)이  형성되어 있다.    
프리즘시트(PRS)는, 도광판(GLB)으로부터오는 광을 집광하여, 백라이트의 휘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다.  (PRS1)은 도 16A의 화살표의 방향에서 보낸 도 16B에 표시한 홈(PRR)이 형성되어 있으며, (PRS1)의 
긴변방향으로 광을 집광한다.

(PRS2)는 도 17A의 화살표시의 방향에서 보면 도 17B에 표시한 홈(PRR)이 형성되어 있으며, (PRS2)의 짧
은 변방향으로 광을 집광한다.  (PRS1)과 (PRS2)의 집광방향은 상이하고 있기 때문에, (PRS1)과 (PRS2)를 
포개므로써 여러방향의 광을 집광할 수 있다.

(PRS1)과 (PRS2)는 한쪽의 필름의 홈(PRR)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면과, 다른쪽의 필름의 홈(PRR)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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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면을 합쳐서 맞포개어진다.   상기한 바와 같은 구성을 취함으로써, (PRS1)과 (PRS2)의 각각의 
면에서 반사된 광이 간섭해서 무늬모양으로 보이는, 「소위 뉴톤의 링」에 의해, 표시품질이 열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PJ1),(PJ2)는 각각 (PRS1)과 (PRS2)의 실장방향을 맞추기 위한 돌기이며, (PRS1)과 (PRS2)를 구별하기 
위하여 (PJ1),(PJ2)는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다.

《편광반사판(POR)》

편광반사판(POR)의 평면도를 도 18에 표시한다.  (POR)은 플라스틱필름으로 이루어지며, 편광소자 등을 
사용해서, 특정의 편광축의 편광광만을 투과하고, 그 이외의 편광축의 편광광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다.   
편광소자에 해서는, 예를 들면, 미국특허 제 5325218호 공보에 의해, 콜레스테릭액정을 사용한 것이 알
려져 있다.  그 외에도 일본국 특허의 특개평 4-212104호 공보, 동특개평 2-30816호 공보, 동 특개소 63-
168626호 공보 및 미국특허 제 53330772호 공보등에 편광소자가 기재되어 있다.   (POR)이 투과하는 광의 
편광축을 투과축이라함.   본 실시예에서는 (POR)의 투과축(TAX)은, 액정표시소자(PNL)의 백라이트광을 
조사하는 면에 설치된 편광판(POL2)의 투과축과 일치시키고 있다.   따라서 (POR)로부터 나오는 광은 모
두  편광판(POL2)에  흡수되는 일없이 투과함으로,  액정표시소자(PNL)를  투과하는 광의  양이  많아진다.    
또 (POR)에서 반사된 광은 도광판(GLB)쪽, 즉 광원쪽으로 되돌려져 (POR)과 광원쪽의 사이에서 왕복하는 
동안에 (POR)을 투과하는 광, 즉 편광판(POL2)를 투과하는 광으로 바꾸어지게 됨으로, 백라이트의 발광효
율이 향상한다.   따라서 (POR)은, 백라이트에 의해 소비하는 전력을 억제하고, 액정표시장치(MDL)의 휘
도를 향상하는 기능이 있다.   또, (POR)로부터 투과해오는 광은 편광광임으로, (POR)의 투과축(TAX)을 
액정표시소자(PNL)의 배향막의 배향방향과 맞게함으로써, 편광판(POL2)을 없앨 수도 있다.

(PJ3),(PJ4) 및 (PJ8)은 (POR)의 실장방향을 맞추기 위한 돌기이며, (PRS1), (PRS2)등 다른 광학필름과 
구별하기 위하여 (PJ1),(PJ2)와는 모양이 다르고 또한, 돌기를 복수형성하고 있다.   또 (POR)은, (POL
2)나 액정표시소자(PNL)의 배향막과 정확하게 위치를 맞출 필요가 있음으로, 3개소에서 위치결정을 행하
고 있다.   (POR)의 위치결정을 2개소이상의 장소에서 함으로써, (POR)의 회전을 방지하고, (POR)의 투과
축이 (POL2)의 편광축이나 배향막의 배향축과 어긋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형광관(LP)》

현광관(LP)의 평면도를 도 19A에, 측면도를 19B에 표시한다.   도 19A의 I-I선에서 자른 단면을 도 19C에 
표시한다.   (LP)는 유리관속에 가스가 봉입되고, 유리관의 내면에는 형광체가 칠해져 있다.   (E1)과 
(E2)는 전극으로서, (E1)과 (E2)에 전압을 인가하여, 관내에서 방전시킴으로써 (LP)는 발광한다.   (LP)
의 전극에는, 고전압쪽(호트쪽)과 저전압쪽(콜드쪽)의 극성이 있으며, 여기서는 (E1)을 고전압쪽, (E2)를 
저전압쪽으로 한다.   (LPSOL)은 (LP)의 전극에 형성한 땜납이며, (E1),(E2)는 땜납(LPSOL)에 의해 급전
용의 램프케이블(LPC3)에 접속된다.

《램프케이블(LPC3)》

(LP)에 전력을 공급하는 램프케이블(LPC3)의 평면을 도 20A에 표시한다.   I-I선에서 자른 단면도를 도 
20B에 표시한다.   또, 점선으로 둘러싸인 II의 부분의 확 도를 도 20에 표시한다.

(LPC3)는 도 4에 표시한 바와 같이, 액정모듈(MDL)내에 형성됨으로, 장소를 차지하지 않도록, 플래트케이
블로 구성되어 있다.   (LPC3)는 금속박의 도선(LY)을 플라스틱의 필름(BSF1),(BSF2)에 의해 샌드위치한 
구조로 되어 있음으로, 접어구부리기가 자유자재로 되어있다.   (BYD)는 (BSF1),(BSF2)와 (LY)를 접착하
는 접착제이다.  (BSF1)의 위에는 양면테이프(BAT)가 배설되고, 다른부재, 예를 들면 도 1A에 표시한 바
와 같이 램프리플렉터(LS)에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TRM2)는 (LP)의 전극과 접속하는 단자로서, 땜납(LPSOL)에 의해, (E1) 또는 (E2)에 접속된다.  (TRM2)는 
가늘고 긴 모양, 예를 들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음으로, 략 원형을 하고 있는 (E1) 또는 (E2)에 납땜하
면, 도 1C에 표시한 바와 같이, 땜납(LPSOL)이 노출해서 보임으로, 납땜상황을 감시할 수 있다.   (TRM
2)는 소비전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저전압쪽의 단자(E2)에 접속되어 있다.   (TRM1)은, 도 1A에 표시한 바
와  같이,  실드케이스의  밖으로  인출되는  램프케이블(LPC2)와  접속을  취하기  위한  단자이다.    또한, 
(BSF1),(BSF2)의 한쪽은 절연성의 도료라도 된다.

《고무부시(GB1),(GB2)》

형광관(LP)을 유지하는 고무부시(GB1),(GB2)를 도 21A, 도 21B, 도 21C, 도 21D, 도 21E, 도 22A, 도 22B 
및 도 22C에 표시한다.   도 21A는, (LPC3)이 접속하는 쪽의 (LP)를 유지하는 고무부시(GB1)를 한쪽에서 
본 도면으로서, (1)의 방향에서 본 도면을 도 21B에, (2)의 방향에서 본도면을 도 21C에 표시한다.   또 
I-I선에서 자른 단면도를 도 21D에, II-II선에서 자른 단면도를 도 21E에 표시한다.

도 22A는, (GB1)이 유지하는쪽과 반 쪽의 형광관(LP)을 유지하는 고무부시(GB2)를, 한쪽에서 본 도면으
로서, (1)의 방향에서 본 도면을 도 22B에, (2)의 방향에서 본 도면을 도 22C에 표시한다.

(GB1),(GB2)가 (LP)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도 1A에 표시한다.

(GB1),(GB2)는 (LP)를 진동, 충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절연성의 탄성체, 예를 들면 고무로 
이루어진다.   (GB1),(GB2)에는 각각 램프케이블(LPC3), (LPC1)을 통과하기 위한 슬릿(HOPG)이 형성되어 
있음으로, (LP)의 각전극에 (LPC3),(LPC 1)을 접속한 후, (LP)의 각 전극에 (GB1),(GB2)를 씌우는 작업이 
용이해진다.  (GB1),(GB2)는, 도 1A에 표시한 바와 같이, 램프리플렉터(LS)에 끼워넣어져서 (LP)를 고정
한다.   (GB2)에는 또, 도 1A에 표시한 바와 같이, (LPC2)와 (LPC3)의 접속부를 수납하기 위한 노치부도 
형성되어 있다.

《램프리플렉터(LS)》

형광관(LP)의 광을 반사하여, 도광판(GLB)에 광을 인도하는 캠프리플렉터(LS)를 한방향에서 본 도면을 도 
23A에 표시한다.   (LS)를 (1)의 방향에서 본 도면을 도 23B에 표시한다.   또, I-I선에서 절단한 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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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A, II-II선에서 절단한 도면을 도 24B, III-III선에서 절단한 도면을 도 24C에 표시한다.

(LS)의 (LP)가 형성되어 있는 면에는, 광의 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은이 증착되어 있다.   (LS)는 또, 
(GB1),(GB2)를 개재해서 (LP)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면이 U자형상을 하고 있으며, 강성이 있는 금속판, 
예를 들면 놋쇠등을 접어구부려서 형성하게 된다.

(LS)는 또, 알루미늄의 판을 접어구부려서 형성해도 된다.   (LS)에 알루미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L
P)가 형성되는 면을 표면처리함으로써, 광의 반사면을 형성할 수 있다.   알루미늄으로 형성한 (LS)는 부
품코스트가 싼 특징이 있으나, 광의 반사율(또는 백라이트의 발광효율)은 반사면에 은을 증착한 타입의 
(LS)의 쪽이 뛰어나 있다.

(LS)에는 램프케이브(LPC3)을 통과시키기 위한 슬릿(HOPS)이 형성되어 있다.   도 1B에 표시한 바와 같이 
(LPC3)은, (LP)의 전극(E2)에 접속된 후, (GB1)의 슬릿과 (HOPS)를 통과해서 (LS)의 밖으로 나오는 구조
로 되어 있다.  (LS)의밖에 나온 (LPC3)는, 도 1A에 표시한 바와 같이, (LS)의 바깥쪽을 따라서 (GB2)의 
쪽으로 인도되어, 인버터전원과 접속하는 케이블(LPC2)에 접속된다.   따라서 (PLC3)과 (LP)의 간격은 
(LS)에 의해서 유지됨으로, (LPC3)과 (LP)의 사이의 누설전류에 의해, (LP)의 휘도가 저하되거나, 소비전
력이 증가되거나 하는 일이 없다.

또,  도  1A에  표시한  바와  같이,  (LS)는  (GB1),(GB2)를  유지하고,  (LPC3)은  양면테이프(BAT)에  의해서 
(LS)에 고정됨으로, (LP),(GB1),(GB2),(LS) 및 (LP3)을 램프유닛으로해서, 하나의 부품으로서 취급할 수 
있음으로, 액정표시모듈의 조립이 용이하게 되고, 형광관의 교환도 용이하게 된다.

《○링(OL)》

형광관(LP)이 램프리플렉터(LS)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링(OL)을 도 25A에 표시한다.   또, I-I단면
도를 도 25B에 표시한다.

(OL)은 중앙의 구멍에 (LP)를 통과시키고, 도 1A에 표시한 바와 같이, (LP)를 (OL)과 함께 (LS)내에 실장
함으로써, (LP)와 (LS)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   (OL)은, (OL)을 형성한 부분의 (LP)의 휘도가 저하
하지 않도록, 투명한 탄성체, 예를 들면 실리콘고무 등으로 형성된다.

《도향판(GLB)》

도  26에  도향판(GLB),  반사시트(RFS)  및  확산시트(SPS)를  조합한  유닛을  표시한다.    도  26A는 
(GLB),(RFS),(SPS)의 유닛을, (SPS)쪽에서 본 평면도, 도 26B는 이 유닛의 측면도이다.

형광관(LP)로부터의 광을 인도하여, 면광원을 형성하는 도향판(GLB)의 평면도를 도 27A에, (1)의 반향에
서 본 측면도를 도 27B에 표시한다.   (GLB)는 투명한 고체, 예를 들면 아크릴수지로 형성된다.   CGLB의 
한쪽의 면(SF1)에는 인쇄등에 의해, 무늬(DOT)(예를 들면 도트패턴)가 형성되어 있음으로, 다른쪽의 면
(SF3)으로부터 입사한 광은 (DOT)에 의해 난반사하여, (SF1)과 향하는 면(SF2)으로부터 출사한다.   또
한, (GLB)의 구석(角)부의 무늬(DOT2)는 도 27A에 표시한 바와 같이 L자형을 하고 있다.   (GLB)의 구석
부는 휘도가 저하하기 때문에, 광이 난반사하는 영역을 넓혀서 휘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GLB)의 구석부
에 L자형의 무늬 (DOT2)를 형성하고 있다.   (PJ5)는 (GLB)에 형성된 돌기로서, (GLB)를 몰드케이스(ML)
에  실장하는  방향을  규정하고,  (GLB)가  (ML)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성되어  있다.    
(JP5)는 충격에 의해 절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GLB)본체와 붙어 있는 부분에, 곡면(R)이 형성되
어 있다.   (ARM)은 (DOT)를 인쇄하는 면을 판별하기 위한 표시로서, (SF1)쪽에 형성되어 있다.  (ARM)은 
(GLB)로부터 사출하는 광의 균일성을 손상시키지 않기위해, 유효영역〈(DOT)가 형성되는 영역〉의 바깥, 
예를 들면 (JP5)의 부분에 형성된다.   도 26A, 도 26B에 표시한 바와 같이, (GLB)의 광의 입사면(SF3)을 
제외한,  측면에는 단면(端面)테이프(SDT)가  배설되어 있다.   (SDT)는  (GLB)의  측면으로부터 나온 광을 
(GLB)로 되돌리기 위하여 백색의 필름으로 이루어진다.

《반사시트(RFS)》

도 26B에 표시한 바와 같이, (GLB)의 (DOT)가 형성된 면(SF1)에는 반사시트(RFS)가 맞포개져 있다.

도 28A에 (RFS)의 평면도를, 도 28B에 (RFS)의 (1)의 방향에서 본 측면도를 표시한다.   (RFS)는, (GLB)
의 (DOT)가 형성된 면(SF1)으로부터 나온 광을 (GLB)로 되돌리기 위하여, 백색의 필름으로 이루어진다.   
(PJ6)은 (RFS)에 형성된 돌기로서, (RFS)를 몰드케이스(ML)에 실장하는 방향을 규정하고, (RFS)가 (ML)내
에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성되어 있다.   (GER)은 회색의 인쇄패턴, (BAT)는 양면테이프이
다.   도 26B에 표시한 바와 같이, (RFS)는, (GLB)의 광입사면(SF3)쪽에 (GER)이 오도록 해서, (BAT)에 
의해 (GLB)에 첩부된다.   (RFS)의, (GLB)의 광입사면(SF3)쪽에, (GER)을 형성하는 이유는, (GLB)의 광입
사면(SF3)쪽의 휘도가 다른 영역의 휘도에 비해서 높아지는, 소위 휘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확산시트(SPS)》

도  26B에  표시한  바와  같이,  (GLB)의  광이  사출되는  면(SF2)에는  확산시트(SPS)가  맞포개진다.    
(RFS)는, (GLB)의 면(SF1)으로부터 나온 광을 확산하여, 균일한 면광을 형성하기 위하여 형성된다.

도 29A에 (SPS)의 평면도를, 도 29B에 (SPS)의 (1)의 방향에서 본 측면도를 표시한다.   (SPS)는 투명한 
필름의 표면을 거치른면으로 함으로써 형성된다.   (PJ7)은 (SPS)에 형성된 돌기로서, (SPS)를 몰드케이
스(ML)에 실장하는 방향을 규정하고, (SPS)가 (ML)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성되어 있다.

도 29C는 I의 부분을 확 한 도면이며, 도 29D는, II의 부분을 확 한 도면이다.   (BLK)는 흑색의 인쇄
패턴이고, (BAT)는 양면테이프이다.   (BAT)는 (BLK)가 형성된 영역내에 배설되어 있다.   도 26B에 표시
한  바와  같이,  (SPS)는,  (GLB)의  광입사면(SF3)쪽에  (BLK)가  오도록해서,  (BAT)에  의해  (GLB)에 
첩부된다.   (SPS)의 (GLB)의 광입사면(SF3)쪽에, (BLK)를 형성하는 이유는, 앞에 설명한 휘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SPS)의 거치른 면은, (SPS)의 (GLB)와 향하는 면과 반 쪽에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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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본 실시예에서는, 도 4A에 표시한 바와 같이, (SPS)의 위에는 프리즘시트(PRS)가 맞포개져 
있으며, (SPS)의 거치른면은, (PRS)와 향하는 면에 형성되어 있다.   (SPS)의 (PRS)와 향하는 면을 
거치른면으로 함으로써, (SPS)와 (PRS)의 접촉면에서, 앞에 설명한 「뉴톤의 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액정표시소자(PNL)》

도 30은, 액정표시소자(PNL)의 외주부에, 주사신호선쪽 가요성프린트기판(FPC1)과, 접어구부리기전의 영
상신호선쪽 가요성프린트기판(FPC2)을 실장한 상태를 표시한 도면이다.

도 34는 액정표시소자(PNL)와 (FPC1) 및 (FPC2)가 접속되어 있는 부분을 확 한 도면이다.

도 35는 도 34의 I-I선에서 절단한 단면도를 표시한다.

(IC1)은 드레인드라이버칩, (IC2)는 게이트드라이버칩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35에 표시한 바와 같이, (IC1),(IC2)는 이방성도전막(ACF1),(ACF2)나 자외선경화수지 
등을 사용해서 액정표시소자(PNL)의 기판위에 직접 실장되어 있다.   (Chip On Glass 실장: COG실장).   
COG실장은, 화소수가 많은, 고정세의 액정표시소자(PNL)의 실장기술로서 적합하다.   예를 들면, 구동 IC
칩이 실장된 테이프캐리어패키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테이프캐리어필름의 신축에 의해, 접속단자간의 거
리가  100미크론이하가  되면  액정표시소자(PNL)와의  접속이  어렵게  되나,  COG실장에서는 접속단자

(DTM),(GTM)간의 거리가 70미크론이하에서도 구동IC칩과 액정표시소자(PNL)와의 접속이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액정표시소자(PNL)의 한쪽편의 긴변쪽에 (IC1)을 일렬로 배열하고, 드레인선을 한쪽편
의 긴변쪽으로 인출하였다.   게이트선간의 피치는 어느 정도크기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한쪽편의 짧
은변쪽에서 단자(GTM)를 인출하고 있으나, 더욱 고정세(高精細)로 되면, 향하는 2개의 짧은변쪽에 게이
트단자(GTM)를 번갈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드레인선 또는 게이트선을 번갈아 인출하는 방식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드레인단자(DTM) 또는 게이트
단자(GTM)와 구동 IC의 출력쪽 범프(BUMP)와의 접속은 용이해지나, 주변회로기판을 액정표시소자(PNL)의 
향하는 2긴변의 외주부에 배치할 필요가 생기며, 이 때문에 외형치수가 한쪽편인출의 경우 보다도 커진

다.   이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다층가요성기판을 사용하고, 드레인선을 한쪽편에만 인출함으로써 액
자영역을 작게하고 있다.

《주사신호선쪽 가요성프린트기판(FPC1)》

도 31A는, 게이트드라이버칩(IC2)에 전원, 신호를 공급하는 주사신호선쪽가요성프린트기판(FPC1)의 평면
도를 표시한다.   도 31B는, (FPC1)의 액정표시소자(PNL)의 단자와 접속하는 부분 (I부)의 확 평면도이
다.

(J1)∼(J8)은 복수로 분할된 각접속부의 제 1번째의 단자이다.   (FHL)은 위치를 맞추기위한 구멍이다.  
(EP)는 저항이나 콘덴서 등의 칩부품이다.   (TM)은 접속부의 금속리드로서, (ALMD)는 (FPC1)과 액정표시
소자(PNL)의 위치를 맞추기 위한 얼라인먼트마크이다.   (BF1),(BF2)는 (FPC1)의 베이스필름이고, 접속부
의 (TM)은 (BF1)위에 형성되고, (BF2)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CT3)은 인터페이스기판(PCB)과 전기적 접
속을 취하기 위한 커넥터이다.

(FPC1)이 액정표시소자(PNL)에 접속되어 있는 모양을 도 34에 표시한다.

《영상신호선쪽 가요성 프린트기판(FPC2)》

도 32는, 드레인드라이버칩(IC1)에 전원, 신호를 공급하는 영상신호쪽 가요성프린트기판(FPC2)의 평면도
를 표시한다.

(J1)∼(J14)는 복수로 분할된 각접속부의 제 1번째의 단자이다.  (FPC2)의 각 접속부는 (FPC1)과 마찬가
지로 도 31B에 표시한 구성을 하고 있다.   (FPC2)의 (a)의 부분은 접어구부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얇게 형성되어 있는 접어구부림부분이다.   (FPC2)의 (b)의 부분은, 배선의 밀도를 올리기 위해, 배선층
이 다층으로 포개져 있는 다층배선부분이다.   (FHL)은 위치를 맞추기 위한 구멍이다.   (EP)는 저항이나 
콘덴서 등의 칩부품이다.  (HOP)는 (FPC2)에 형성한 개구부이다.

(FGP)는 프레임그라운드패드로서, (FPC2)의 그라운드라인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FGP)에서는 그
라운드라인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도체박(薄)이 (FPC2)의 베이스필름으로부터 노출하고, 이 도체박이 아래 
실드케이스(LF2)에 형성된 프레임그라운드(FG1)에 접촉하고, (FPC2)의 그라운드라인과 (LF2)가 전기적으
로 접속된다.   (FPC2)는  드레인드라이버칩(IC1)에 영상신호를 공급하기 위하여, (FPC2)의 배선에 높은 
주파수의 전류가 흐르고, (FPC2)로부터 전자파가 방사되는 가능성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FPC2)에 
(FGP)를 복수 형성하고, (FPC2)를 덮는 (LF2)와 전기적접속을 취하고 있음으로, (FPC2)로부터 방사되는 
전자파를 (LF2)에 의해 차폐하고, EMI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CT4)는 이터페이스기판(PCB)과 전기적 접속을 취하기 위한 커넥터이다.   (FPC2)의 (CT4)가 형성되어 있
는 부분의 이면에는, (CT4)를 (PCB)의 커넥터에 장착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글라스에폭시기판과 같은 단
단한 판(SUP)이 형성되어 있다.

(FPC2)가 액정표시소자(PNL)에 접속되어 있는 모양을 도 34에 표시한다.

《인터페이스기판(PCB)》

도 33은, 호스트컴퓨터로부터오는 표시신호를 받아, 주사신호선구동회로 및 영상신호선 구동회로를 제어
해서, 액정표시소자(PNL)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인터페이스기판(PCB)의 평면도를 표시한다.   이터페이스
기판(PCB)는 다층의 프린트기판, 예를 들면 글라스에폭시의 다층기판위에 복수의 전자부품이 실장되어 있
다.  (CT1)은 인터페이스커넥터로서, 액정표시모듈(MDL)의 외부의 기기, 예를 들면 컴퓨터와 전기적 접속
을 취하는 부분이다.   (LVDS)는, 외부의 기기로부터 보내오는 신호를 액정표시장치가 처리하기 쉬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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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변환하는 신호변환기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외부기기로부터 보내오는 표시신호는 디지털신호이다.   
CRT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외부기기로부터 보내오는 표시신호는 애널로그신호의 쪽이 형편이 좋으나, 액정
표시장치의 경우는, 액정표시소자에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드레인드라이버칩이 디지털드라이버칩이기 때문
에, 외부기기로부터 보내오는 표시신호는 디지털신호인쪽이 형편이 좋다.   또 표시신호를 디지털신호로 
함으로써, 신호변환기(LVDS)에 의해서, 호스트컴퓨터로부터 액정모듈로 표시신호를 효율좋게 보낼 수 있
음으로,  표시신호를 전송하는 케이블의 신호선의 수가 감소되고,  EMI의  발생도 적어진다.    (TCON)은 
(LVDS)에 의해 변환된 표시신호에 의해 주사신호선구동회로 및 영상신호선 구동회로를 제어해서, 액정표
시소자(PNL)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제어기이다.   (TCON)은 표시계조수가 많아지면 접속단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TCON)의 IC칩을 BGA(Ball Gvid Array)패키지에 실장하고, BGA패키지를 (PCB)에 
실장하고 있다.   (CTR4)는, (FPC2)의 커넥터(CT4)와 접속을 취하는 커넥터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PCB)위의 (CT1)과 (CTR4)의 사이에, (LVDS), (TCON)의 순번으로 배열해서 실장되어 있
으므로,  표시신호의 흐름이 화살표시로 표시한 방향으로 통일되고,  배선의 레이아우트에 헛됨이 없고, 
(PCB)를 콤팩트하게 할 수 있어, 액정표시모듈의 액자영역을 작게할 수 있다.   (HI)는 자(子)기판에 전
자회로가 집적된 하이브리드IC로서, 본 실시예에서는 (TCON), (LVDS), 게이트드라이버칩(IC2) 및 드레인
드라이버칩(IC1)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회로가 집적되어 있다.  (CTR3)은 (FPC1)의 커넥터(CT3)와 접
속을 취하기 위한 커넥터이다.   (FPC1)과 (PCB) 및 (FPC2)와 (PCB)의 접속은 도 30에 표시한 바와 같이, 
(FPC1)  및  (FPC2)를  접어구부려서 (PCB)에  형성한 커넥터에 각각의 커넥터를 삽입함으로써 접속된다.    
(FGP)는 (PCB)의 그라운드라인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프레임그라운트패드로서, 위실드케이스(SHD)와 전기
적접속을 취하기 위한 단자이다.   (PCB)도 영상신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높은 주파수의 전류가 회로배선
에 흘러 전자파를 방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PCB)를 덮는 (SHD)와 (PCB)의 그라
운드를 (FGP)의 부분에서 접속함으로써, EMI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액정표시모듈의 등가회로》

도 36은 액정표시모듈(MDL)의 등가회로를 표시한 블록도이다.   TFT액정표시소자(TFT-LCD)의 아래쪽에만 
영상신호구동회로부(103)가  배치되고,  TFT-LCD의  측면부에는,  주사신호선구동회로부(104),  제어부(101), 
전원부(102)가 배치된다.   (103)은, 상기한 바와 같이, 다층의 가요성기판을 접어구부려서 실장하고, 액
정표시모듈(MDL)의 액자영역을 축소하고 있다.

(101) 및 (102)는, 다층프린트기판(인터페이스기판)(PCB)에 실장하고 있다.   (101) 및 (102)가 실장된 
기판(PCB)은, 액정표시모듈(MDL)의 액자영역을 축소하기 위하여, (104)의 이면쪽에, (104)에 포개서 실장
된다.

도 36에 표시한 바와 같이, 박막트랜지스터(TFT)는, 인접하는 2개의 드레인신호선(DL)과, 인접하는 2개의 
게이트신호선(GL)의 교차영역내에 배치된다.   박막트랜지스터(TFT)의 드레인전극, 게이트전극은, 각각, 
(DL), (GL)에 접속된다.   또한, 소스, 드레인은 본래 그 사이의 바이어스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서, 이 액정표시장치의 회로에서는 그 극성은 동작중 반전함으로, 소스전극은 동작중 교체되는 것으로 이
해하고 싶다.   그러나, 이하의 설명에서는, (DL)에 접속하는 쪽을 드레인전극, 화소전극에 접속하는 쪽
을 소스전극이라고 고정해서 표현한다.

박막트랜지스터(TFT)의 소스전극은 화소전극에 접속되고, 화소전극과 공통전극과의 사이에 액정층이 형성
됨으로, 화소전극으로부터 액정층에 전압이 인가된다.

박막트랜지스터(TFT)는, 게이트전극에 포지티브의 바이어스전압을 인가하면 도통하고, 게이트전극에 네거
티브의 바이어스전압을 인가하면 불도통으로됨으로, 각(GL)에 인가하는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DL)을 통
해서 영상신호를 인가하는 화소전극을 선택할 수 있다.

도 44에 도 36에 표시한 TFT-LCD의 구동파형을 표시한다.   (VG)는 (GL)에 인가되는 전압의 파형, (VCO
M)은 공통전극에 인가되는 전압의 파형, (VDH)는 홀수번째의 (DL)에 인가되는 전압의 파형, (VDL)은 짝수
번째의  (DL)에  인가되는  전압의  파형이다.    (VG)는  1프레임의  주기에서  하이와로의  레벨변화를 
일으키고, (VG)가 하이에서로로 변화하는 타이밍에 의해, (VDH), (VDL)의 전압이 각화소전극에 기록된다.   
(VDH),(VDL)은  1수평주사(1H)의  주기에서  (VCOM)을  중심으로  신호의  극성을  반전하고  있다.   (VDH), 
(VDL)은 1프레임의 주기에서도 신호의 극성을 반전하고 있다.   또, (VDH)와 (VDL)의 사이도, 신호의 극
성을 반전한 관계로 되어 있다.   도 44에 표시한 구동방법(도트반전구동)을 행함으로써, (GL) 또는 (D
L)의 신호가 그들과 관계없는 화소전극에 누설하고, 액정모듈(MDL)의 표시화질이 저하하는 문제를 없애고 
있다.    또,  (103)속의  드레인드라이버칩(IC1)은,  홀수번째의  출력과  짝수번째의  출력을  극성을 
바꾸어서,  동시에  출력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표시화질이  좋은  도트반전구동을  행하고  또한 
(103)을 액정모듈(MDL)의 한쪽편으로 모아서, 액자영역의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도 44에 표시한 
(VCOM)은, (TFT)의 게이트전극과 소스전극사이에 커플링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를 표시하고 있으며, 실제
로는 커플링을 취소(cancel)하기위한 바이어스를 (VCOM)에 인가하고 있다.

화소전극과, 이 화소전극의 앞단계화소전극을 선택하는 (GL)과의 사이에는, 상기 화소전극의 전압을 유지
하는, 유지용량(Cadd)이 접속된다.   또한, (GL)과는 다른 용량선을 형성하고, (Cadd)를 화소전극과 용량
선의 사이에 형성해도 된다.   이 경우, 용량선에는, 공통전극에 인가하는 전압과 동등한 전압을 인가한
다.

《제어기부(101)》

도 37A, 도 37B는 호스트와 (101)사이의 표시데이터의 흐름을 표시한 도면이다.   도 37A에 일예를 표시
한 바와 같이, 호스트(PC)의 표시제어기로부터 나온 표시신호는, 데이터변환되어 2개의 신호로 나누어진
다.   분할된 2개의 신호는, 각각 송신쪽의 신호변환기(LVDS)에 입력되고, 차동신호로 변환되어서, 케이
블을 통해서 액정표시모듈(MDL)의 인터페이스커넥터(CT1)에 보내진다.  (101)에서는, (CT1)에 보내온 2개
의 차동신호를, 각각 수신쪽의 신호변환기(LVDS)에 입력하고, 분할된 2개의 표시신호로 되돌리고, 주사신
호선구동회로 및 영상신호선구동회로를 제어하는 제어기(TCON)에 표시신호가 입력된다.   표시제어기로부
터(TCON)에 보내지는 표시신호는 디지털데이터이고, 각단계에서의 비트수와 주파수를 도 37A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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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어기로부터 출력되는 표시신호는 데이터변환에 의해 2개로 분할되고, 액정표시모듈(MDL)은 2개로 
분할된 표시신호를 받음으로, 액정표시모듈(MDL)이 취급하는 신호의 주파수가 내려가, EMI가 발생하기 어
렵게 된다.   또, (PC)쪽의 (LVDS)는 병렬로 입력되는 디지털데이터를 직렬의 데이터로 변환해서, 액정표
시모듈(MDL)에 송신하고, 액정표시모듈(MDL)쪽의 (LVDS)는 질렬의 데이터를 병렬데이터로 변환해서 표시
신호를 재생함으로(CT1)의 단자수가 감소되어 신뢰성이 올라가고, (PC)와 (MDL)사이의 배선이 감소하여 
고주파전류가 흐르는 배선의 수가 감소됨으로 EMI가 발생하기 어렵게 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LVDS)가 출력하는 차동신호는, 표시신호를 정보압축함으로써 주파수를 내리고 EMI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
다.   본 실시예와 같이, 액정표시모듈(MDL)에, 직렬의 데이터에 의해 보내오는 표시신호를 병렬데이터로 
변환해서 표시신호를 재생하는 신호변환기(LVDS)를 설치함으로써, 표시계조수가 증가해도, (CT1)의 단자
수가 증가하는 일이 없고 (CT1)의 접속의 신뢰성이 증가한다.   액정표시모듈(MDL)로부터 방사되는 전자
파의 양을 적게하여 다른기기에 영향을 주지않게한다 등의 효과가 있다.

도 37B는 호스트와 (101)사이의 표시데이터의 흐름을 표시한 다른예이다.   도 37B에 표시한 예는, 표시
신호를 분할하는 기능과, 병렬데이터를 직렬데이터로 변환하여 차동신호를 출력하는 기능을 집적한 데이
터변조기를 (PC)쪽에 설치하고, (PC)로부터 보내오는 차동신호를 병렬데이터로 변환하고, 복수로 분할한 
표시신호를 재생하는 데이터복조기를 액정표시모듈(MDL)에 설치한다.   도 37B에 표시한 예는, 차동신호
의 주파수는 높아지나, (CT1)의 단자수가 더욱 감소하여 (CT1)의 접속신뢰성이 높아진다.   인터페이스기
판(PCB)를 작게할 수 있어 액정표시모듈(MDL)의 액자영역을 작게할 수 있다 등의 효과가 있다.

《전원부(102)》

도 38은 액정표시모듈(MDL)의 전원공급관계를 표시한 도면이다.   도 38의 파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전
원부에 속하는 부분이다.   전원부는 인터페이스커넥터(CT1)의 전원단자로부터오는 전압을, 각부가 필요
한 전압으로 변환하고, 각부에 출력하고 있다.   액정표시모듈(MDL)의 각배선에 흐르는 전류와, 인가하는 
전압도 도 38에 표시한다.   A는 각부의 전류측정점이다.   괄호내의 숫자는 소비전력으로서 단위는 ㎽이
다.   (102)에서 가장 소비전력이 큰 것은, 복수의 전압을 발생하는 DC-DC콘버터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DC-DC콘버터의 방열을 좋게하기 위하여, DC-DC콘버터를 (PCB)위의 자기판(HI)에 형성하고, 
하이브리드IC화 하고 있다.

《제어기부(101), 전원부(102)의 EMI 책》

도 39는 EMI의 원인이 되는 전자파를 감쇠하기 위한 필터(EMI필터)의 배치를 표시한 도면이다.   EMI필터
에는 감쇠량이 큰 순서로 LC필터, RC필터, R필터 등이 있다.  EMI필터는 신호의 고주파성분을 감쇠시킴으
로, 신호주파수에 따라서 구분사용하지 않으면 신호자체를 감쇠시키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DC전원
의 VDD와 (TCON), (LVDS) 등의 각신호처리부의 사이에는 (1),(2),(5)에 표시한 LC필터를 넣어서 고주파성
분을  커트하고  있다.    또,  (LVDS)와  (TCON)의  사이의  데이터선클록선(DCLK)은  주파수가  높으므로 
(3),(4)의 R필터를 사용하고 있다.   (TCON)과 (103)사이의 데이터선에는 어느정도 주파수가 높은 신호가 
흐름으로 (7)의 R필터를 넣고 있다.

《박막트랜지스터기판(SUB1), 향기판(SUB2)》

도 40에 액정표시소자(PNL)의 화소부의 평면도를 표시한다.   도 40의 I-I선에서 자른 단면도를 도 41에, 
II-II선에서 자른 단면도를 도 42에, III-III선에서 자른 단면도를 도 43에 표시한다.

도 40에 표시한 바와 같이, 각 화소는 인접하는 2개의 주사신호선(GL)과, 인접하는 2개의 영상신호선(D
L)과의  교차영역내에 배치되어 있다.    각  화소는  박막트랜지스터(TFT),  화소전극(ITO1)  및 부가용량
(Cadd)을 포함한다.   도 42에 표시한 바와 같이, 액정층(LC)을 기준으로해서 제 1의 투명유리기판(SUB
1)쪽에는 박막트랜지스터(TFT) 및 투명한 화소전극(ITO1)가 형성되고, 제 2의 투명유리기판(SUB2)쪽에는 
컬러필터(FIL), 차광용블랙매트릭스패턴(BM)이 형성되어 있다.   (SUB1),(SUB2)의 양면에는 산화실리콘막
SIO가 형성되어 있다.

(SUB2)의 안쪽〈(LC)쪽〉의 표면에는, 차광막(BM), 컬러필터(FIL), 보호막(PSV2), 투명한 공통전극(ITO2) 
및 상부배향막(OR12)이 순차적층해서 형성되어 있다.  (POL1),(POL2)는 (SUB1),(SUB2)의 바깥쪽표면에 형
성된 편광판이다.   (VINC1),(VINK2)는 (SUB1),(SUB2)의 바깥쪽표면에 형성된 시각확 필름이다.

박막트랜지스터(TFT)는, 도 42에 표시한 바와 같이, 주사신호선(GL)과 일체적인 게이트전극, 주사신호선
(GL)의 표면산화막(AOF), 질화실리콘의 절연막(GI), 진성의 비정질실리콘으로 이루어진 i형반도체층(AS), 
불순물을 함유한 반도체층(do) 및 소스전극(SD1), 드레인전극(SD2)이 적층되어서 형성되어 있다.

(TFT)는  질화실리콘이나  폴리이미드  등의  유기막으로  이루어진  보호막(PSV1)에  의해서  덮혀져  있다.   
(PSV1)이나 (ITO1)의 위에는 하부배향막(ORI1)이 형성되어 있다.

(GL)은 알루미늄로 이루어진 제 1도전막(g1)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GL)의 표면산화막(AOF)은 알루미늄
의 산화막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GL)은 탄탈에 의해 형성해도 되며, (GL)을 탄탈에 의해 형성했을 경
우는, (AOF)는 탄탈의 산화막이 된다.

(TIO1)은 ITO(Indium Tin Oxide)등의 투명도전막(d1)에 의해 형성된다.

(SD1) 및 (SD2)는 크롬으로 이루어진 제 2도전막(d2)과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제 3도전막(d3)의 적층막
으로 형성된다.   (DL)도 (d2)와 (d3)의 적층막으로 형성된다.

(AS) 및 (GI)는 (TFT)부분외에, (DL)의 아래에도 (DL)을 따라서 형성된다.   (DL)을 따라서 (AS) 및 (G
I)를 형성함으로써, (AS) 및 (GI)의 단차에 의해 (DL)이 단선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 (GI)는 화
소부의 전체면을 덮지않고, (ITO1)위의 부분등, (GI)가 제거된 부분이 있다.   화소부에 (GI)의 제거된 
부분을 형성함으로서 (GI)의 응력을 완화하고, (GI)의 박리를 방지하고 있다.

(ITO1)위에는 (PSV1)이 제거된 개구부(HOPI)가 형성되어 있다.  (PSV1)에 개구부(HOPI)를 형성함으로써, 
(PSV1)에 발생하는 응력을 완화하여 (PSV1)의 박리를 방지하고 있다.   또 (ITO1)위에 (HOPI)를 형성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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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ITO1)이 액정(LC)에 주는 전계를 강하게 하고 있다.

유지용량(Cadd)은 (g1)에 의해 형성되는 제 1의 전극(PL1)과 (d1)에 의해 형성되는 제 2의 전극(PL2)와, 
(AOF)에  의해  형성되는 유전체막으로 이루어진다.    (PL2)는  (AS),(GI)에  형성된  구멍(CNT)를  통해서 
(d2),(d3)의 적층막으로 이루어진 배선에 접속되고, (d2),(d3)으로 이루어진 배선은 (AS), (GI)가 제거된 
부분에서 화소전극(ITO1)에 접속됨으로, (PL1)과 (ITO1)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알루미늄의 산화막으
로 이루어진 (AOF)는 질화실리콘이나 산화실리콘에 의해 유전율이 높으므로, (Cadd)의 유전체막에 (AOF)
의 단층막을 사용함으로써 (Cadd)를 작게 형성할 수 있고, 화소의 개구율이 향상한다.   또, (PL1)의 끝
부분을 (GI),(AS)에 의해 덮고, 그위에 (PL2)와 (ITO1)을 접속하는 배선을 형성하고 있음으로, (PL1)의 
끝부분에서 발생하는 전계집중에 의해 (AOF)가 절연파괴를 일으키는 일이 없다.   또 탄탈의 산화막도 유
전율이 높으므로, (PL1)에 탄탈을 사용하고, (AOF)에 탄탈의 산화막을 사용해도 된다.

실시예 2

도 45에 본 발명의 제 2의 실시예를 표시한다.   도 45A는 액정표시모듈(MDL)의 이면도, 도 45B는 액정표
시모듈(MDL)의  측면도이다.    제  2의  실시예에서는  액정표시모듈(MDL)의  4변의  중앙에 고무쿠션
(GC1),(GC2),(GC3),(GC4)을 배설하여 보강하고 있다.   액정표시모듈(MDL)의 4변의 중앙에 
(GC1),(GC2),(GC3),(GC4)를 배설함으로써, (MDL)의 충격 및 진동에 한 강도가 향상한다.   또, 제 2의 
실시예에서는 아래실드케이스(LF1),(LF2)의 고정을 위하여, (MDL)의 하부긴변중앙부근에 커버필름(CBF)을 
첩부하고 있다.   (MDL)의 하부긴변에 (CBF)를 첩부함으로써, 강한 진동 및 충격을 (MDL)에 줘도, 아래실
드케이스(LF1),(LF2)가 분리되는 일이 없다.

실시예 2의 기타구성은 실시예1과 동일하다.

실시예 3

드레인드라이버를 한쪽편에 실장한 액정표시장치에 통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강한 충격을 줘서 파괴시
험을 행하면, 도 46A에 표시한 바와 같이, 드레인드라이버가 실장되어 있지 않는쪽 (LD쪽)의 유리기판
(SUB1),(SBU2)이 깨지고 실드케이스(SHD)로부터 튀어나오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SUB1),(SUB2)가 깨지
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액정표시모듈(MDL)에 강한 충격을 주면, 도 46B에 표시한 바와 같이, 유리기판
(SUB1)에 도광판(GLB)이 닿아, (SUB1)이 (GLB)의 충격에 견디어 내지 못해 깨지는 것을 알았다.

도 47A, 도 47B 및 도 47C는, 강한 충격에 의해 액정표시소자(PNL)의 유리기판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책을 실시한, 액정표시모듈(MDL)의 단면도를 표시한다.

도 47A에 표시한 실시예에서는, (LD쪽)의 유리기판(SUB1)에 향하는 유리기판(SUB2)으로부터 연장된 부
분을 형성하고, 실드케이스(SHD)와 (SUB1)의 연장된 부분의 사이에 고무 또는 염화비닐의 스페이스(SPC
4)를 형성하고 있다.   도 47A에 표시한 실시예에서는, (SPC4)가 (SUB1)이 받는 충격을 어느정도 흡수해
주나, 충격이 (SUB1)에 집중하여, 강한 충격에 의해 (SUB1)이 깨질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도 47B에 표시한 실시예에서는, (LD쪽)의 유리기판(SUB1)과 향하는 유리기판(SUB2)의 끝부분을 일치시
켜, (SUB2)와 (SHD)를 양면점착테이프(BAT)에 의해 첩부시키고 있다.   도 47B에 표시한 실시예에서는, 
액정표시소자(PNL)가 받는 충격을 (SUB1)과 (SUB2)에 의해 지탱하고 있음으로, 200G이상의 강한 충격에 
견디는 일이 가능하다.   또한, (SUB1)과 (SUB2)의 끝부분을 일치시키지 않아도, (SUB2)를 (SHD)에 (BA
T)에 의해 첩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SUB1)과 (SBU2)의 끝부분을 일치시킴으로써 액정표시소자(PNL)의 액
자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다.

도 47C에 표시한 실시예에서는, (LD쪽)의 편광판(POL1)에, (POL1)에 첩부되는 유리기판(SUB2)으로부터 연
장된 부분을 형성하고, (POL1)의 연장된 부분을 실드케이스(SHD)에 양면점착테이프(BAT)에 의해 첩부하고 
있다.  도 47C에 표시한 실시예에서는, 액정표시소자(PNL)이 받는 충격을 (SUB1),(SUB2) 및 (POL1)에 의
해 지탱하고 있음으로, 100G이상의 강한 충격에 견디는 일이 가능하다.   또 도 47C에 표시한 실시예에서
는, (SUB1)과 (SUB2)의 끝부분이 일치하도록 각 유리기판을 절단할 필요가 없음으로, 액정표시소자(PNL)
의 제작이 용이하다.

이상 설명한 실시예도, 특별히 기술하지 않은 구성은 실시예 1과 동일하다.

실시예 4

액정표시모듈(MDL)에  강한  충격을  주면,  도광판(GLB)이  움직이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로이다.    
(GLB)는, 1매의 아크릴판에 의해 형성되어 있음으로 질량이 있고, 충격을 받았을 때에 관성력이 작용하여 
(MDL)내를 움직일려고 한다.   따라서 (MDL)에 강한 충격을 주면, (GLB)를 (MDL)에 고정하기 위한 돌기
(PJ5)가 부러지는 문제가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48에 표시한 바와 같이, (PJ5)의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PJ5)와 (GLB)의 붙어있
는 부분에 곡면(R)을 형성해서 보강하고 있다.   (PJ5)와 (GLB)의 붙어있는 부분에 1.0의 (R)을 형성함으
로써, 100G이상의 충격을 주어도, (PJ5)가 (GLB)로부터 없어지는 일은 없었다.

또 도 48에 표시한 바와 같이, (GLB)를, (GLB)를 수납하는 몰드케이스(ML)에, 양면테이프(BAT)에 의해 첩
부함으로써, 220G이상의 충격을 줘도(GLB)가 (ML)내에서 움직이는 일이없다.

이상 설명한 실시예도,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던 구성은 실시예 1과 동일하다.

실시예 5

액정표시소자(PNL)의 유리기판(SUB1)위에 직접 드레인드라이버칩(IC1)  또는 게이트드라이버칩(IC2)를 실
장했을 경우,  실드케이스(SHD)에  의해  액정표시소자(PNL)를  누르면,  (IC1)또는  (IC2)에  (SHD)가  닿아, 
(IC1) 또는 (IC2)를 파괴할 염려가 있다.

(IC1)의 파괴를 방지한 액정표시모듈(MDL)의 예를 도 49A, 도 49B, 도 49C, 도 49D, 도 49E 및 도 49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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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다.

도 49A는 액정표시소자(PNL)위의 칩(IC1)를 양면테이프(BAT)에 의해 실드케이스(SHD)에 첩부한 예이다.   
(PNL)은 (SHD)에 확고하게 고정되나, (SHD)의 충격이 직접 (IC1)에 전달되어, (IC1)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도 49B는, 액정표시소자(PNL)와 영상신호쪽 가요성프린트기판(FPC2)이 포개져서 전기적으로 접속을 취하
는 접속부위에 양면테이프(BAT)를 붙이고, (PNL)을 (SHD)에 고정한 예이다.   도 49B에 표시한 실시예는, 
(IC1)이 파괴될 가능성은 적으나, (PNL)을 (SHD)로부터 벗길 때에, (FPC2)가 (PNL)로부터 벗겨질 문제가 
있다.

도 49C, 도 49D는, (IC1)과 (IC1)의 사이에 염화비닐로 이루어진 스페이서(CLSPC)를 형성한 예이다.   도 
49C, 도 49D에 표시한 실시예에서는, (IC1)이 실장되는 공간은 (CLSPC)에 의해 확보되어 있음으로, 강한 
충격을 받아도 (IC1)이 파괴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도 49C, 도 49D에 표시한 실시예에서는, (CLSPC)가 
(SUB1)과 접하는 부분이 좁기 때문에, 충격이 (CLSPC)와 (SUB1)이 접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SUB1)이 깨
질 가능성이 있다.

도 49E는, (IC1)과 (IC1)의 사이에 고무의 스페이서(GSPC)를 형성하여 (IC1)을 보호하는 예이나, (PNL)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넓은 범위에 고무스페이서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액정표시모듈(MDL)의 액자영역을 
좁게할 수는 없다.

도 49F는, (IC1)과 (IC1)의 사이 및 (PNL)과 (FPC2)가 포개지는 접속부위에 염화비닐로 이루어진 스페이
서(CLSPC)를 형성한 예이다.   도 49F에 표시한 실시예에서는, (IC1)이 실장되는 공간은 도 49D에 표시한 
바와  같이  (CLSPC)에  의해  확보되고,  (CLSPC)가  (FPC2)와  (PNL)의  접속부까지  덮음으로써,  (CLSPC)가 
(SUB1)에 주는 응력을 분산할 수 있음으로 100G이상의 충격을 받아도 (IC1) 및 (SUB1)이 파괴되는 일이 
없다.   도 49F에 표시한 실시예에서는, (CLSPC)가 (FPC2)와 (PNL)의 접속부를 누르고 있음으로, (FPC2)
와 (PNL)의 접속의 신뢰성도 향상한다.

이상 기술한 설명을 드레인드라이버칩(IC1)을 예로 설명하였으나, 게이트드라이버칩(IC2)에도 마찬가지의 
것을 말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실시예도,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던 구성은 실시예 1과 동일하다.

실시예 6

액정표시모듈(MDL)의 액자영역을 좁게하면, 강한 충격을 받으면 액정표시소자(PNL)의 위치가 (MDL)내에서 
어긋나는 문제를 발생한다.   따라서 (PNL)을 실드케이스(SHD)에 확고하게 고정할 필요가 있다.

도 50A, 도 50B는 (SHD)에 (PNL)의 유리기판(SUB1), (SUB2)를 고정한 일예이다.   도 50A, 도 50B에 표시
한 실시예에서는, 드레인칩(IC1)쪽(D쪽), 게이트칩(IC2)쪽(G쪽), (봉입구쪽)의 3변에서, (PNL)을 (SHD)에 
양면테이프(BAT)에 의해 첩부하고 있다.  (PNL)의 3변을 (BAT)에 의해 (SHD)에 고정함으로써, 충격을 받
아도 (PNL)의 위치가 (SHD)에 하여 어긋나는 일이 없다.   또, (PNL)의 4변을 (BAT)에 의해 (SHD)에 고
정함으로써, 220G이상의 충격을 받아도 (PNL)의 위치가 (SHD)에 하여 어긋나는 일이 없다.

(PNL)을 백라이트, 구체적으로는 테두리스페이서(WSPC)에 첩부해도 (PNL)이 충격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PNL)의 화면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

도 51A, 도 51B는 (SHD)에 (PNL)의 유리기판(SUB1), (SBU2)를 고정한 일예이다.   도 51A, 도 51B에 표시
한 실시예에서는, 실시예 3, 실시예 5에서 설명한 유리기판깨짐 책, 드레인드라이버칩파괴 책도 행하고 
있음으로 도 50A, 도 50B에 표시한 실시예보다도 강도가 높다.   도 51A, 도 51B에 표시한 실시예에서는, 
(D쪽)을 제외한 3변에서, (PNL)을 (SHD)에 양면테이프(BAT)에 의해 고정하고 있음으로, 100G이상의 충격
을 받아도 (PNL)의 위치가 (SHD)로부터 어긋나는 일이 없다.   또, 도 51B에 표시한 바와 같이, (G쪽)에
서는 향기판(SUB2)를 (BAT)에 의해 (SHD)에 첩부하고 있음으로, 게이트드라이버칩(IC2)에 (SHD)가 닿아
(IC2)가 파괴되는 일도 없다.

이상 설명한 실시예도,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던 구성은 실시예 1과 동일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액정표시장치의 표시에 기여하지 않는 부분인 액자영역을 축
소할 수 있어, 콤팩트하면서도 표시화면이 큰 액정표시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액정표시소자와, 이 액정표시소자에 광을 공급하는 백라이트와, 상기 액정표시소자 및 백라이트를 수납하
는 케이스를 가지고, 상기 백라이트에 전압을 공급하는 램프케이블을 도체박과 절연필름을 적층한 플래트
케이블에 의해 형성하고, 

상기 백라이트와 상기 액정표시소자의 사이에 상기 램프케이블을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
치.

청구항 2 

액정표시소자와, 이 액정표시소자에 광을 공급하는 백라이트와, 상기 액정표시소자 및 백라이트를 수납하
는 케이스를 가지고, 상기 백라이트에 전압을 공급하는 램프케이블을 도체박과 절연필름을 적층한 플래트
케이블에 의해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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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백라이트는 광을 발하는 형광관과, 형광관의 양단부에 형성된 전극을 덮는 절연성의 부시를 가지고,

상기 램프케이블은 상기 형광관의 한쪽의 전극에 접속되고, 상기 형광관의 표면을 따라서 
접어구부려지고, 

상기 부시는 상기 램프케이블의 상기 형광면의 표면을 따라서 접어구부려진 부분을 덮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3 

액정표시소자와, 이 액정표시소자에 광을 공급하는 백라이트와, 상기 액정표시소자 및 백라이트를 수납하
는 케이스를 가지고, 상기 백라이트에 전압을 공급하는 램프케이블을 도체박과 절연필름을 적층한 플래트
케이블에 의해 형성하고,

상기 램프케이블은 상기 형광관의 전극에 접속하는 단자를 가지고,

상기 램프케이블의 단자는, 상기 형광관의 한쪽의 전극에 납땜에 의해 접속되고,

상기 램프케이블의 단자로부터 상기 땜납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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