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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 1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 및 화상표시방법에서는, 대향하는 기판 사이에, 기체 중에 고체형 물질이 분산질로서 안정적으

로 부유하는 에어로졸 상태에서 고유동성을 나타내는 분류체를 봉입한다. 또 제 2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에서는, 적어도 일

방이 투명한 대향하는 기판 사이에, 다공성 스페이서를 배치하고, 기체 중에 고체형 물질이 분산질로서 안정적으로 부유하

는 에어로졸 상태에서 고유동성을 나타내는 분류체를 봉입하여, 쿠울롱력 등에 의해 분류체를 이동시킨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화상표시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정전기를 이용한 입자의 이동에 따라 화상을 반복 표시, 소거할 수 있는 화상표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액정 (LCD) 을 대신하는 화상표시 장치로서, 전기영동 방식, 일렉트로크로믹 방식, 서멀 방식, 2색 입자회전 방식 등의 기

술을 사용한 화상표시 장치 (디스플레이) 가 제안되어 있다.

이들 화상표시 장치는, LCD 에 비하여 통상의 인쇄물에 가까운 넓은 시야각이 얻어지고, 소비전력이 작으며, 메모리 기능

을 갖는 등의 장점으로부터 차세대의 저렴한 표시장치로서, 휴대단말용 표시, 전자 종이 등으로의 전개가 기대되고 있다.

최근 분산입자와 착색 용액으로 이루어지는 분산액을 마이크로 캡슐화하고, 이것을 대향하는 기판 사이에 배치하는 전기

영동 방식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영동 방식에서는 저비중 용액 속에 산화티탄 등의 고비중 입자를 분산시키기 때

문에 침강되기 쉽고, 분산상태의 안정성 유지가 어려우며, 또한 착색하기 위해 용액에 염료 등을 첨가하기 때문에 장기 보

존성이 어렵고, 화상 반복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마이크로 캡슐화하여도 셀 사이즈를 마이크로 캡슐 레

벨로 하여 외관상 이러한 결점이 잘 나타나지 않게 한 것일 뿐, 본질적인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용액 중에서의 거동을 이용한 전기영동 방식에 대하여, 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도전성 입자와 전하수송층을 기

판의 일부에 넣은 방식도 제안되어 있다 (예를 들어, 조국래 외 3 명, "새로운 토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Ⅰ)", 1999년 7월

21일, 일본화상학회 연차대회 (통산 83회) "Japan Hardcopy' 99", p.249-252). 이 방식은, 용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

문에 전기영동방식에서 문제로 되고 있던 입자의 침강, 응집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이 입자와 기판으로 이루어지는 기체 중에서의 입자 거동을 이용한 방식에서는, 구동전압이 대폭 증대하여, 전기

영동 방식이 수십 볼트 정도에서 입자를 이동 가능한 것에 반하여, 수백 볼트 이상이 아니면 입자를 이동시킬 수 없는 새로

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건식표시장치에서는 기판의 일부에 전하수송층, 나아가서는 전하발생층을 배치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해지는 동시에 도전성 입자로부터 전하를 일정하게 빼내는 것이 어려워, 안정성이 결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제 1 발명은, 상기 실정을 감안하여 예의 검토된 새로운 타입의 화상표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정전기를

이용하여 화상을 반복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동전압을 대폭 저하시켜, 저렴하고 안정성이 우수한 화상표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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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자들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의 검토를 거듭한 결과, 액체의 특징인 유동성과 고체의 특징인 일정한 외형

유지성을 겸비한 분류체(粉流體)를 이용함으로써, 고응답속도를 나타내고 저렴하며 안정성 향상과 구동전압 저감의 양립

을 달성한 전혀 새로운 화상표시 장치 및 방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본 발명에 이르렀다.

즉, 본 발명의 제 1 발명은, 이하의 화상표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적어도 일방이 투명한 대향하는 기판 사이에, 기체 중에 고체형 물질이 분산질로서 안정적으로 부유하는 에어로졸 상태

에서 고유동성을 나타내는 분류체를 봉입하여, 분류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표시 장치.

2. 분류체가 분체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안식각을 갖지 않는 상기 1 의 화상표시 장치.

3. 분류체의 최대 부유시의 외관 체적이 미부유시의 2배 이상인 상기 1 또는 2 에 기재된 화상표시 장치.

4. 분류체의 외관 체적의 시간 변화가 다음 식을 만족하는 것인 상기 1∼3 중 어느 하나의 화상표시 장치.

V10/V5 > 0.8

식 중, V5 는 최대 부유시로부터 5분 후의 분류체의 외관 체적 (㎤), V10 은 최대 부유시로부터 10분 후의 분류체의 외관

체적 (㎤) 을 나타낸다.

5.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평균 입자직경 d(0.5) 가 0.1∼20㎛ 인 상기 1∼4 중 어느 하나의 화상표시 장치.

6. 하기 식으로 나타내는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입자직경 분포 Span 이 5 이하인 상기 1∼5 중 어느 하나의 화상

표시 장치.

Span = (d(0.9) - d(0.1))/d(0.5)

(단, d(0.5) 는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50% 가 이것보다 크고 50% 가 이것보다 작은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

치, d(0.1) 은 이것 이하의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비율이 10% 인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치, d(0.9) 는 이것

이하의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이 90% 인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치를 나타낸다.)

7. 하기 식으로 나타내는 분류체의 용제 불용률이 50% 이상인 상기 1∼6 중 어느 하나의 화상표시 장치.

용제 불용률(%) = (B/A)×100

(단, A 는 분류체의 용제 침지전 중량, B 는 양(良)용매 중에 분류체를 25℃ 에서 24시간 침지한 후의 수지 성분의 중량을

나타낸다.)

8. 분류체가, 평균 입자직경 20∼100㎚ 의 무기 미립자가 표면에 고착된 물질인 상기 1∼7 중 어느 하나의 화상표시 장치.

9. 분류체가, 2종 이상의 무기 미립자가 표면에 고착된 물질인 상기 8 의 화상표시 장치.

10. 무기 미립자가 실리콘 오일로 처리된 것인 상기 8 또는 9 의 화상표시 장치.

11. 기판 사이에 분류체를 정전도장장치에 의해 봉입한 것인 상기 1∼10 중 어느 하나의 화상표시 장치.

12. 대향하는 기판 사이의 공극이, 25℃ 에서의 상대습도가 60% RH 이하인 기체로 채워져 있는 상기 1∼11 중 어느 하나

의 화상표시 장치.

13. 복수의 표시 셀에 의해 구성된 것인 상기 1∼12 중 어느 하나의 화상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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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격벽이, 스크린 인쇄법, 샌드 블라스트법, 감광체 페이스트법 및 애디티브 (additive)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형성

된 것인 상기 1∼13 중 어느 하나의 화상표시 장치.

15. 격벽이 편(片)리브 구조인 상기 1∼14 중 어느 하나의 화상표시 장치.

16. 적어도 일방이 투명한 대향하는 기판 사이에, 기체 중에 고체형 또는 액체형인 미소 물질이 분산질로서 안정적으로 부

유하는 에어로졸 상태에서 고유동성을 나타내는 분류체를 봉입하여, 분류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표시

장치.

또, 본 발명의 제 2 발명은, 상기 실정을 감안하여 예의 검토된 것으로, 액체의 특징인 유동성과 고체의 특징인 일정한 외형

유지성을 겸비한 분류체를 이용하여, 저렴하고 또한 내구성 향상과 구동전압 저감의 양립을 달성한 화상표시 장치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의 검토를 거듭한 결과, 대향하는 기판과 쿠울롱력 등에 의해 이동하는 물질

로 구성되는 표시장치에 있어서, 그 쿠울롱력 등에 의해 이동하는 분류체를 이용하여 그 분류체가 봉입되는 기판 사이에

다공성 스페이서를 배치함으로써, 저렴하고 또한 내구성 향상과 구동전압 저감의 양립을 달성한 화상표시 장치를 알아내

어 본 발명에 이르렀다.

즉, 본 발명의 제 2 발명은, 이하의 화상표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17. 적어도 일방이 투명한 대향하는 기판 사이에 다공성 스페이서를 배치하고, 기체 중에 고체형인 물질이 분산질로서 안

정적으로 부유하는 에어로졸 상태에서 고유동성을 나타내는 분류체를 봉입하여, 분류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표시 장치.

18. 분류체가 분체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안식각을 갖지 않는 상기 17 에 기재된 화상표시 장치.

19. 다공성 스페이서의 외주부에 핫멜트 접착제를 부여한 것인 상기 17 또는 18 의 화상표시 장치.

20. 투명기판을 갖는 표시측 다공성 스페이서의 개구율이 50∼95% 인 상기 17∼19 중 어느 하나의 화상표시 장치.

21. 다공성 스페이서의 구멍직경이 표시측과 비표시측에서 다르며,

(표시측 구멍직경)/(비표시측 구멍직경) > 1.1

인 상기 17∼20 중 어느 하나의 화상표시 장치.

22. 분류체의 최대 부유시의 외관 체적이 미부유시의 2배 이상인 상기 17 ∼21 중 어느 하나의 화상표시 장치.

23. 분류체의 외관 체적의 시간 변화가 다음 식을 만족하는 상기 17∼22 중 어느 한 항의 화상표시 장치.

V10/V5 > 0.8

식 중, V5 는 최대 부유시로부터 5분 후의 분류체의 외관 체적 (㎤), V10 은 최대 부유시로부터 10분 후의 분류체의 외관

체적 (㎤) 을 나타낸다.

24.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평균 입자직경 d(0.5) 가 0.1∼20㎛ 인 상기 17∼23 중 어느 하나의 화상표시 장치.

25. 하기 식으로 나타내는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입자직경 분포 Span 이 5 이하인 상기 17∼24 중 어느 하나의

화상표시 장치.

Span = (d(0.9) - d(0.1))/d(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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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d(0.5) 는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50% 가 이것보다 크고 50% 가 이것보다 작은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

치, d(0.1) 은 이것 이하의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비율이 10% 인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치, d(0.9) 는 이것

이하의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이 90% 인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치를 나타낸다.)

26. 하기 식으로 나타내는 분류체의 용제 불용률이 50% 이상인 상기 17∼25 중 어느 하나의 화상표시 장치.

용제 불용률(%) = (B/A)×100

(단, A 는 분류체의 용제 침지전 중량, B 는 양용매 중에 분류체를 25℃ 에서 24시간 침지한 후의 수지 성분의 중량을 나타

낸다.)

27. 분류체가, 평균 입자직경 20∼100㎚ 의 무기 미립자가 표면에 고착된 물질인 상기 17∼26 중 어느 하나의 화상표시

장치.

28. 분류체가, 2종 이상의 무기 미립자가 표면에 고착된 물질인 상기 27 의 화상표시 장치.

29. 무기 미립자가 실리콘 오일로 처리된 것인 상기 27 또는 28 의 화상표시 장치.

30. 기판 사이에 분류체를 정전도장장치에 의해 봉입한 것인 상기 17∼29 중 어느 하나의 화상표시 장치.

31. 대향하는 기판 사이의 공극이, 25℃ 에서의 상대습도가 60% RH 이하인 기체로 채워져 있는 상기 17∼30 중 어느 하

나의 화상표시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에서의 표시 방식의 일례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2 는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에서의 표시 방식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3 은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에서의 구조의 일례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4 는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에서의 격벽 형상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 는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에서 스크린 인쇄법에 의해 격벽 재료를 형성하는 경우의 공정 설명도이다.

도 6 은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에서 샌드 블라스트법에 의해 격벽 재료를 형성하는 경우의 공정 설명도이다.

도 7 은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에서 감광체 페이스트법에 의해 격벽 재료를 형성하는 경우의 공정 설명도이다.

도 8 은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에서 애디티브법에 의해 격벽 재료를 형성하는 경우의 공정 설명도이다.

도 9 는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의 표시기능 평가에서의 인가 전압과 반사 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정전기를 이용한 화상표시용 패널에서는, 대향하는 기판 사이에 입자를 봉입한 표시용 패널에 어떠한 수단에 의해 그 기판

사이에 전계가 부여된다. 양으로 대전된 기판 부위를 향해서는 음으로 대전된 입자가 쿠울롱력 등에 의해 끌려가고, 또 음

으로 대전된 기판 부위를 향해서는 양으로 대전된 입자가 쿠울롱력 등에 의해 끌려가, 이들 입자가 대향하는 기판 사이를

왕복운동함으로써 화상이 표시된다.

따라서, 기판 사이에 봉입하는 입자는 반복시 또는 보존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하며, 또한 디스플레이로서는

저전압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표시장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등록특허 10-0639546

- 5 -



그런데, 종래의 표시장치에서는 반복시 또는 보존시의 안정성을 실현하고자 하면 그것을 저해하는 주요인인 용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입자와 기판을 기본 구성 요소로 하는 이른바 토너 방식으로 대표되는 건식 타입의 정전 표시를 선택하고,

반대로 구동전압의 저감화를 실현하고자 하면 용액 중에서의 전기영동을 이용한, 입자와 기판과 입자가 영동하는 충분한

용액을 기본 구성 요소로 하는 이른바 습식 타입의 정전 표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침강, 응집을 피한 반복시, 보존시의 안정성 향상화와 구동전압의 저감화는 이율배반되어 양립은 곤란하였다.

본 발명에서는 전혀 새로운 상태 물질인 분류체를 쿠울롱력 등에 의해 이동하는 표시 매체로서 이용함으로써, 반복시, 보

존시의 안정성 향상과 저전압 구동 및 고응답 속도가 양립되는 전혀 새로운 표시장치 및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본 발명에서의 「분류체」는, 기체의 힘도 액체의 힘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유동성을 나타내는, 유체와 입자의 특성을 겸

비한 양자의 중간 상태 물질이다. 바람직하게는 분체의 유동성을 규정하는 안식각을 갖지 않을수록 유동성이 풍부한 물질

이다.

예를 들어, 액정은 액체와 고체의 중간적인 상으로 정의되며, 액체의 특징인 유동성과 고체의 특징인 이방성 (광학적 성질)

을 갖는 것이다 (헤이본샤 : 대백과사전). 한편 입자의 정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 해도 유한의 질량을 가진 물

체로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마루젠 : 물리학사전).

여기에서, 입자에서도 기-고 유동층체, 액-고 유동체라는 특수 상태가 있어, 입자에 바닥판으로부터 기체를 흘려보내면

입자에는 기체의 속도에 대응하여 상향력이 작용하고, 이 힘이 중력과 조화될 때 유체와 같이 용이하게 유동할 수 있는 상

태가 되는 것을 기-고 유동층체라 하고, 마찬가지로 유체에 의해 유동화시킨 상태를 액-고 유동체라 한다고 되어 있다 (헤

이본샤 : 대백과사전). 이렇게 기-고 유동층체나 액-고 유동체는 기체나 액체의 흐름을 이용한 상태이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기체의 힘도 액체의 힘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유동성을 나타내는 상태인 물질을 특이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판명되어, 이것을 분류체라 정의하였다.

즉, 본 발명에서의 분류체는 액정 (액체와 고체의 중간상) 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입체와 액체의 양 특성을 겸비한 중간적인

상태로, 앞서 서술한 입자의 특징인 중력의 영향을 매우 받기 어렵고, 고유동성을 나타내는 특이한 상태를 나타내는 물질

이다. 이러한 물질은 에어로졸 상태, 즉 기체 중에 고체형 또는 액체형의 물질을 분산질로서 비교적 안정되게 부유하는 분

산계에서 얻을 수 있고,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에서 고체상 물질을 분산질로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는, 적어도 일방이 투명한 대향하는 기판 사이에, 기체 중에 고체 입자가 분산질로서 안정적으로

부유하는 에어로졸 상태에서 고유동성을 나타내는 분류체를 봉입하는 것으로, 이러한 분류체는 저전압 쿠울롱력 등에 의

해 용이하고 안정되게 이동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적합예로서 사용하는 분류체의 안식각의 측정에 대해 설명한다.

분체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안식각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중력장에서 분체층의 자유 표면이 임계 응력 상

태가 되었을 때 그 표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며, 수치가 작을수록 유동성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 분체라 해도 측정방법에 따라 안식각의 값은 상당히 다르다.

측정방법에는 다음 3 가지가 있다. 1) 주입법 : 이것은 상방으로부터 수평면으로 분체를 주입하여 원추형으로 퇴적시켜,

그 사면의 경사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2) 배출법 : 이것은 최초 용기 속에 충전된 분체를 바닥부의 배출구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중력에 의해 배출시켜, 잔류층의 자유 표면의 경사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3) 경사법 : 이것은 용기에 분체를 충

전하여 자유 표면을 수평으로 고르게 하고, 용기별로 경사시켜 표면의 분체 입자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경사각을 측정하

는 것이다.

상기 기재된 방법에 의해 본 발명의 분류체의 안식각을 측정하고자 하면, 1) 의 주입법에서는 분류체는 원추형 퇴적상태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사각을 측정할 수 없고, (2) 의 배출법에서는 분류체는 잔류층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사

각을 측정할 수 없고, 3) 의 경사법에서는 표면의 입자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상태를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사

각을 측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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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 발명의 분류체에서는, 상기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안식각을 측정할 수 없다. 즉, 본 발명의 분류체는 안식각

을 갖지 않을 정도의 고유동성을 나타내는 특이한 상태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에서의 화상표시는, 도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2 종 이상의 색이 다른 분류체를 기판과 수직 방

향으로 이동시키는 표시 방식과, 도 2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1 종의 색의 분류체를 기판과 평행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표시

방식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안정성 면에서 전자의 방식이 바람직하다.

도 3 은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의 구조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즉,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 (제 1 발명) 는 도 3(a)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대향하는 기판 (1), 기판 (2) 과, 이들 기판 사이의 분류체 (3) 및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격벽 (4) 에 의

해 형성된다. 또,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 (제 2 발명) 는 도 3(b), (c)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대향하는 기판 (1), 기판 (2)

과, 다공성 스페이서 (4) 및 분류체 (3) 에 의해 형성된다.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에 있어서, 기판 (1), 기판 (2) 의 적어도 일방은 장치 외측에서 분류체 (3) 의 색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기판이고, 가시광의 투과율이 높고 내열성이 좋은 재료가 적합하다.

화상표시 장치로서의 가요성 유무는 용도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며, 예를 들어 전자페이퍼 등의 용도에는 가요성이 있는 재

료, 휴대전화, PDA, 노트북 컴퓨터류의 휴대기기 표시 등의 용도에는 가요성이 없는 재료가 적합하다.

기판 재료를 예시하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에테르술폰, 폴리에틸렌,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폴리머 시트나 유

리, 석영 등의 무기 시트를 들 수 있다.

기판 두께는 2∼5000㎛, 바람직하게는 5∼1000㎛ 가 바람직하고, 너무 얇으면 강도, 기판 사이의 간격 균일성을 유지하

기 어려워지고, 너무 두꺼우면 표시기능으로서의 선명도, 콘트라스트의 저하가 발생하며, 특히 전자페이퍼 용도의 경우에

는 플렉시빌리티성이 부족하다.

기판에는 필요에 따라 전극을 형성해도 된다.

기판에 전극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는, 기판 외부 표면에 정전잠상을 형성하여 그 정전잠상에 따라 발생하는 전계로 소정

특성으로 대전된 착색된 분류체를 기판으로 끌어당기거나 또는 반발시킴으로써, 정전잠상에 대응하여 배열된 분류체를 투

명한 기판을 통해 표시장치 외측에서 본다. 또, 이 정전잠상의 형성은 전자사진 감광체를 사용하여 통상의 전자사진 시스

템에서 실시되는 정전잠상을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의 기판 위에 전사 형성하거나 또는 이온플로우에 의해 정전잠상을

기판 위에 직접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기판에 전극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극 부위에 대한 외부 전압 입력에 의해 기판 위의 각 전극 위치에 발생한 전계에 의해

소정 특성으로 대전된 색의 분류체를 끌어당기거나 또는 반발시킴으로써, 정전잠상에 대응하여 배열한 분류체를 투명한

기판을 통해 표시장치 외측에서 본다.

이 때의 전극은, 투명하고 패턴 형성이 가능한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며, 예시하면 산화인듐, 알루미늄 등의 금속류, 폴리아

닐린, 폴리피롤, 폴리티오펜 등의 도전성 고분자류를 들 수 있고, 진공증착, 도포 등의 형성수법을 예시할 수 있다. 또, 전극

두께는 도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광투과성에 지장이 없으면 되며, 3∼1000㎚, 바람직하게는 5∼400㎚ 가 바람직하다. 이

경우의 외부 전압 입력은 직류 또는 교류를 중첩해도 된다.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 (제 1 발명) 에서는 분류체의 기판 평행 방향의 여분의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대향하는 기판을

연결하는 격벽을 형성하고 표시부를 복수의 표시 셀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격벽의 형상은, 표시에 관한 분류체의 사이즈에 의해 적절히 최적 설정되며 일률적으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격벽의 폭은

10∼1000㎛, 바람직하게는 10∼500㎛ 로, 격벽의 높이는 10∼5000㎛, 바람직하게는 10∼500㎛ 로 조정된다.

또한 격벽을 형성할 때에, 대향하는 양 기판의 각각에 리브를 형성한 후에 접합하는 양리브법과, 편측의 기판 위에만 리브

를 형성하는 편리브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에서는 접합시의 어긋남을 방지할 목적으로 편리브법

에 의한 격벽 형성이 바람직하다.

등록특허 10-0639546

- 7 -



이들 리브로 이루어지는 격벽에 의해 형성되는 표시 셀은, 도 4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판 평면 방향에서 보아 사각형, 삼

각형, 라인형, 원형이 예시된다.

표시측에서 보이는 격벽 단면 부분에 상당하는 부분 (표시 셀의 프레임부 면적) 은 가능한 한 작게 하는 것이 좋으며, 화상

표시의 선명도가 증가한다.

격벽의 형성방법을 예시하면, 스크린 인쇄법, 샌드 블라스트법, 감광체 페이스트법, 애디티브법을 들 수 있다.

스크린 인쇄법의 구체적 과정로는, 도 5 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이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1) 격벽 재료가 되는 페이스트를 제작한다.

(2) 격벽 패턴을 인쇄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메시, 폴리에스테르 메시 등으로 이루어지는 제판을 준비한다.

(3) 편측의 기판 (필요에 따라 상기 서술한 전극 패턴을 형성한 기판) 위에 제판을 통하여 페이스트를 도포 전사한다.

(4) 가열 등에 의해 경화시킨다.

(5) (3)∼(4) 를 소정 두께 (격벽의 두께에 상당) 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원하는 격벽 형상을 제작한다.

여기에서 제판은, 소정 격벽 패턴을 인쇄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이든 되며, 예를 들어 높은 텐션을 확보하기 위해 도금 처리

한 메시, 고장력 재료 메시 등의 금속 메시, 폴리에스테르 메시, 테트론 메시 등의 화학섬유 메시, 혹은 판 프레임과 인쇄 영

역 사이에 폴리에스테르 메시를 접합한 콤비네이션 타입 메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스크린 인쇄에는 통상의 스크린 인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기 서술한 제판을 통하여 페이스트를 스퀴지, 스크레이퍼를

사용하여 기판 위에 전사시킨다.

이 경우, 스퀴지의 어택 각도는 10∼30도, 바람직하게는 15∼25도, 스퀴지 속도는 5∼500㎜/sec, 바람직하게는 20∼100

㎜/sec, 스퀴지 인압은 0.1∼10㎏/㎠, 바람직하게는 0.5∼3㎏/㎠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샌드 블라스트법의 구체적 과정로는, 도 6 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이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1) 격벽 재료가 되는 페이스트를 제작한다.

(2) 편측의 기판 (필요에 따라 상기 서술한 전극 패턴을 형성한 기판) 위에 페이스트를 도포하여, 건조 경화시킨다.

(3) 그 위에 드라이 필름 포토레지스트를 부착한다.

(4) 노광, 에칭에 의해 격벽이 되는 패턴 부분만을 남긴다.

(5) 레지스트가 제거된 패턴 부분을 샌드 블라스트에 의해 소정의 리브 형상이 될 때까지 에칭한다.

또, 샌드 블라스트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것은, 연마재에 가하는 에어 압력과 연마재의 분사량의 밸런스를 조정하여 샌

드 블라스트 장치의 노즐로부터 분사되는 연마재의 직진성을 가능한 한 확보하는 것으로, 이것에 의해 연마재의 여분의 확

산이 적어지기 때문에 특히 격벽의 사이드 에지가 적어져, 형성되는 격벽의 최종 형상이 깔끔하게 된다.

샌드 블라스트에 사용하는 연마재는, 유리비드, 탤크, 탄산칼슘, 금속분체 등도 사용할 수 있다.

감광체 페이스트법의 구체적 과정로는, 도 7 에 예시한 바와 같이 이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1) 감광성 수지를 함유하는 감광성 페이스트를 제작한다.

(2) 한쪽의 기판 (필요에 따라 전술한 전극 패턴을 형성한 기판) 위에 감광성 페이스트를 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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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여 격벽에 상당하는 부위에만 노광하여, 감광 페이스트를 경화시킨다.

(필요에 따라, 목적하는 격벽 높이가 될 때까지 (2), (3) 을 반복한다)

(4) 현상하여 비경화 부분을 제거한다.

(5) 필요에 따라 경화 부분을 소성한다.

또, 감광성 페이스트는, 적어도 무기 분체, 감광성 수지, 광개시제를 함유하고, 기타로서 용제, 수지, 첨가제로 이루어진다.

애디티브법의 구체적 과정로는, 도 8 에 예시한 바와 같이 이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1) 기판 상에 포토레지스트 필름을 부착한다.

(2) 노광 에칭에 의해, 형성시키고 싶은 격벽과 격벽의 사이가 되는 부분에만 포토레지스트 필름을 남긴다.

(3) 격벽 재료가 되는 페이스트를 제작하여, 경화시킨다.

(4) 포토레지스트 필름을 제거하여, 소정의 격벽 형상을 형성한다.

격벽용 페이스트는, 적어도 무기 분체 및 수지를 함유하고, 기타로서 용제, 첨가제 등으로 이루어진다. 무기 분체란 세라믹

분체나 유리 분체이고, 1 종 또는 2 종 이상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세라믹 분체를 예시하면, ZrO2, Al2O3, CuO, MgO, TiO2, ZnO 2 등의 산화물계 세라믹, SiC, AlN, Si3O4 등의 비산화물계

세라믹을 들 수 있다.

유리 분체를 예시하면, 원료가 되는 SiO2, Al2O3, B2O3 , Bi2O3, ZnO 를 용융, 냉각, 분쇄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유리 분체

의 유리전이점 (Tg) 은, 300∼500℃ 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범위에서는 소성 과정에서의 저온화가 꾀해지기 때문에

수지에 대한 데미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격벽의 페이스트에 있어서, 하기 식으로 나타내는 무기 분체의 입자직경 분포 Span 을 8 이하, 바람직하게는 5 이하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Span = (d(0.9)－d(0.1))/d(0.5)

(단, d(0.5) 는 입자의 50% 가 이것보다 크고, 50% 가 이것보다 작은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치, d(0.1) 은 이것 이하

의 입자의 비율이 10% 인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치, d(0.9) 는 이것 이하의 입자가 90% 인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치이다.)

Span 을 8 이하의 범위로 함으로써 페이스트 중의 무기 분체의 사이즈가 고르게 되어, 앞서 서술한 페이스트를 도포∼경

화하는 과정을 반복 적층해도 높은 정밀도로 격벽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페이스트중의 무기 분체의 평균 입자직경 (d(0.5)) 을, 0.1∼20㎛, 바람직하게는 0.3∼10㎛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러한 범위로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반복 적층시에 높은 정밀도로 격벽을 형성할 수 있다.

또, 상기한 입자직경 분포 및 입자직경은, 레이저 회절/산란법 등으로 구할 수 있다. 측정 대상이 되는 입자에 레이저광을

조사하면 공간적으로 회절/산란광의 광강도 분포 패턴이 발생하고, 이 광강도 패턴은 입자직경과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자직경 및 입자직경 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의 입자직경 및 입자직경 분포는, 체적 기준 분포로부터 얻은 것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Mastersizer 2000

(Malvern Instruments Ltd.) 측정기를 사용하여, 질소 기류 중에 입자를 투입하고, 부속된 해석 소프트 (Mail 이론을 사용

한 체적 기준 분포를 기본으로 한 소프트) 로 입자직경 및 입자직경 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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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용 페이스트에 함유되는 수지는 전술한 무기 분체를 함유할 수 있고 소정의 격벽 형상을 형성할 수 있으면 어느 것이

나 상관없고, 열가소성 수지, 열경화성 수지 및 반응성 수지를 들 수 있지만, 요구되는 격벽 물성을 고려하여, 분자량이 크

고, 가능한 한 유리전이점 (Tg) 이 높은 것이 좋다. 예시하면, 아크릴계, 스티렌계, 에폭시계, 페놀계, 우레탄계, 폴리에스

테르계, 우레아계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아크릴계, 에폭시계, 우레탄계, 폴리에스테르계가 바람직하다.

격벽용 페이스트에 첨가되는 용제는 전술한 무기 분체 및 수지를 상용하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상관없고, 예시하면, 프탈

산에스테르, 톨루엔, 자일렌, 벤젠 등의 방향족 용제, 옥시알코올, 헥산올, 옥탄올 등의 알코올계 용제, 아세트산에스테르

등의 에스테르계 용제를 들 수 있고, 통상 무기 분체에 대하여 0.1∼50 중량부가 첨가된다.

이 페이스트에는, 기타 필요에 따라, 염료, 중합금지제, 가소제, 증점제, 분산제, 산화방지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침강방지

제를 첨가할 수도 있다.

이들로 이루어지는 페이스트 재료는, 원하는 조성으로, 혼련기, 교반기, 3 본 롤러 등에 의해 분산 조합된다. 작업성을 가미

하면, 점도를 500∼300000cps (500∼300000mPas)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 (제 2 발명)에서는, 대향하는 기판 사이에 다공성 스페이서를 배치하고, 그 구멍에 분류체를 봉입

한다.

여기서 다공성 스페이서란, 시트에 다수의 구멍을 형성한 것이다. 다공성 스페이서의 재질은 탄성을 구비한 것이 좋고, 폴

리우레탄, 폴리에스테르, 폴리에틸렌, 실리콘, 천연 고무, 합성 고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구멍의 제작은, 펀칭 등과 같은

기계적 제작, 감광성 시트로부터 에칭 처리 등과 같은 화학적 제작, 레이저에 의한 광학적 제작을 예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시측 구멍직경과 비표시측 구멍직경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그 정도는 (표시측 구멍직경)/(비표시

측 구멍직경) 을 1.1 보다 크게, 바람직하게는 1.2∼3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범위로 조정함으로써, 내구성이

향상되고, 또 구멍을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또, 내구성이 향상되는 이유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추정된

다. 즉, 구멍의 단면에 경사가 부여되기 때문에, 역극성의 분류체가 응집되었다고 해도 반복 이동시에 이들 분류체가 구멍

의 단면 (측면) 에 충돌하여, 특히 응집되기 시작했던 역극성의 분류체가 흩어져, 내구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공성 스페이서의 두께는 5∼500㎛, 바람직하게는 5∼100㎛ 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 범위로 함으로써, 저전압화라는

성능면과 스페이서 배치성이라는 장치 생산면의 장점이 양립할 수 있다.

또한, 다공성 스페이서의 외주부에 핫 멜트 접착제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에 의해 보다 더 생산면에서의 장점

이 생긴다.

그리고, 다공성 스페이서의 표시측의 개구율은 40∼95%, 바람직하게는 50∼85% 가 적당하다. 이 범위보다 작은 경우에

는 실제의 표시 면적이 적어지고, 또한, 이 범위보다 큰 경우에는 표시 면적은 많아지지만 스페이서 자체의 강도가 부족하

여, 기판간 간격을 양호한 정밀도로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다음으로, 분류체에 대해서 서술한다.

분류체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체의 힘도 액체의 힘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유동성을 나타내는, 유체와 입자의 특성을

겸비한 양자의 중간 상태 물질이다.

이 분류체는 특히 에어로졸 상태로 할 수 있어,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에서는, 기체 중에 고체형상의 물질이 분산질로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부유하는 상태로 사용된다.

에어로졸 상태의 범위는, 분류체의 최대 부유시의 외관 체적이 미부유시의 2 배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하게

는 2.5 배 이상, 특히 바람직하게는 3 배 이상이다. 상한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12 배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분류체의 최대 부유시의 외관 체적이 미부유시의 2 배보다 작으면 표시상의 제어가 어려워지고, 또 12 배보다 크면 분류체

를 장치내에 봉입할 때에 지나치게 날리는 등의 취급상 불편함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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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대 부유시의 외관 체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다. 즉, 분류체가 투과되어 보이는 밀폐용기에 분류체를 넣고

용기 자체를 진동 또는 낙하시켜 최대 부유상태를 만들어, 그 때의 외관 체적을 용기 외측에서 측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직

경 (내경) 6㎝, 높이 10㎝ 의 폴리프로필렌제 뚜껑이 부착된 용기 (상품명 아이보이: 아즈완 (주) 제조) 에 미부유시의 분류

체로서 1/5 의 체적에 상당하는 분류체를 넣고, 진탕기에 용기를 세팅하여 6㎝ 의 거리를 3 왕복/sec 으로 3 시간 진탕시

킨다. 진탕 정지 직후의 외관 체적을 최대 부유시의 외관 체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는, 분류체의 외관 체적의 시간 변화가 다음 식을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10/V5>0.8

여기서, V5 는 최대 부유시로부터 5 분 후의 외관 체적 (㎤), V10 은 최대 부유시로부터 10 분 후의 외관 체적 (㎤) 을 나타

낸다. 또,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는, 분류체의 외관 체적의 시간 변화 (V10/V5) 가 0.85 보다도 큰 것이 바람직하고, 0.9

보다도 큰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0.95 보다도 큰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V10/V5 가 0.8 이하인 경우는 소위 통상의 입자를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되어, 본 발명과 같은 고속 응답 및 내구성의 효과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평균 입자직경 (d(0.5)) 은, 바람직하게는 0.1∼20㎛, 더욱 바람직하게는 0.5∼15

㎛, 특히 바람직하게는 0.9∼8㎛ 이다. 0.1㎛ 보다 작으면 표시상의 제어가 어려워지고, 20㎛ 보다 크면, 표시는 할 수 있

지만 은폐율이 낮아져 장치의 박형화가 어려워진다.

또,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평균 입자직경 (d(0.5)) 은, 다음의 입자직경 분포 Span 에서의 d(0.5) 와 동일하다.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은, 하기 식에 나타내는 입자직경 분포 Span 이 5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하게

는 3 미만이다.

입자직경 분포 Span = (d(0.9)－d(0.1))/d(0.5)

여기서, d(0.5) 는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50% 가 이것보다 크고, 50% 가 이것보다 작은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치, d(0.1) 은 이것 이하의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비율이 10% 인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치, d(0.9) 는 이

것 이하의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이 90% 인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치이다.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입자직경 분포 Span 을 5 이하로 함으로써 사이즈가 고르게 되어, 균일한 분류체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 이상의 입자직경 분포 및 입자직경은, 레이저 회절/산란법 등으로 구할 수 있다. 측정 대상이 되는 분류체에 레이저광

을 조사하면 공간적으로 회절/산란광의 광강도 분포 패턴이 발생하고, 이 광강도 패턴은 입자직경과 대응 관계가 있기 때

문에 입자직경 및 입자직경 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입자직경 및 입자직경 분포는, 체적 기준 분포로부터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Mastersizer 2000 (Malvern

Instruments Ltd.) 측정기를 사용하여 질소 기류 중에 분류체를 투입하고, 부속된 해석 소프트 (Mail 이론을 사용한 체적

기준 분포를 기본으로 한 소프트) 로 측정할 수 있다.

분류체의 제작은, 필요한 수지, 대전제어제, 착색제, 기타 첨가제를 혼련 분쇄해도 되고, 모노머로부터 중합할 수도 있으

며, 기존의 입자를 수지, 대전제어제, 착색제, 기타 첨가제로 코팅해도 된다.

분류체를 구성하는 수지, 대전제어제, 착색제, 기타 첨가제를 예시한다.

수지의 예로는, 우레탄 수지, 아크릴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우레탄 변성 아크릴 수지, 실리콘 수지, 나일론 수지, 에폭시

수지, 스티렌 수지, 부티랄 수지, 염화비닐리덴 수지, 멜라민 수지, 페놀 수지, 불소 수지 등을 들 수 있고, 2 종 이상 혼합할

수도 있으며, 특히 기판과의 부착력을 제어하기 위해 아크릴우레탄 수지, 아크릴우레탄 실리콘 수지, 아크릴우레탄 불소

수지, 우레탄 수지, 불소 수지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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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제어제의 예로는, 정전하 부여의 경우에는, 4 급 암모늄염계 화합물, 니그로신 염료, 트리페닐메탄계 화합물, 이미다

졸 유도체 등을 들 수 있고, 부전하 부여의 경우에는, 금속함유 아조 염료, 살리실산 금속착물, 니트로이미다졸 유도체 등

을 들 수 있다.

착색제의 예로는, 염기성, 산성 등의 염료를 들 수 있고, 니그로신, 메틸렌블루, 퀴놀린옐로, 로즈벵갈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무기계 첨가제의 예로는, 산화티탄, 아연화, 황화아연, 산화안티몬, 탄산칼슘, 연백(鉛白), 탤크, 실리카, 규산칼슘, 알루미

나화이트, 카드뮴옐로, 카드뮴레드, 카드뮴오렌지, 티탄옐로, 감청, 군청, 코발트블루, 코발트그린, 코발트바이올렛, 산화

철, 카본블랙, 망간페라이트블랙, 코발트페라이트블랙, 동분, 알루미늄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를 아무런 장치없이 혼련이나 코팅 등을 실시해도, 에어로졸 상태를 나타내는 분류체를 제작할 수는

없다. 에어로졸 상태를 나타내는 분류체의 정해진 제법은 확실하지 않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류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표면에 평균 입자직경이 20∼100㎚, 바람직하게는 20∼80㎚ 의 무기 미립자를 고착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 무기 미립자가 실리콘 오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무기 미립자로는, 이산화규소 (실리카), 산화아연, 산화알루미늄, 산화마그네슘, 산화세륨, 산화철, 산화구리 등을

들 수 있다. 이 무기 미립자를 고착시키는 방법이 중요하여, 예를 들어, 하이브리다이저 (나라 기계제작소 (주) 제조) 나 메

카노퓨젼 (호소카와 미크론 (주) 제조) 등을 사용하여, 임의의 한정된 조건하 (예를 들어 처리 시간) 에서 에어로졸 상태를

나타내는 분류체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제법을 예시하면,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표면에 수지를 코팅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코팅방

법이 중요하여, 예를 들어, 수지가 용해된 용액을 분무함으로써 수지 코팅하는 아글로마스타 MINI (호소카와 미크론 (주)

제조) 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입자 및 수지를 분산시킨 물 또는 유기 용제를, 그 분산제의 비등점 이상으로 가열시킨 것을

감압하에 있는 세관(細管)을 통과시킴으로써 수지 코팅하는 클락스ㆍ시스템 (호소카와 미크론 (주) 제조) 을 사용하는 방

법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별도의 제법을 예시하면,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표면을 헥산메틸디실라잔, 불소계의 커플링제, 규소계의 커플

링제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반복 내구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류체를 구성하는 수지의 안정성, 특히, 급수율과 용제 불용률을 관리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판 사이에 봉입되는 분류체를 구성하는 수지의 급수율은 3 중량% 이하, 특히 2 중량%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급수율의 측정은 ASTM-D570 에 준하여 실시하고, 측정 조건은 23℃ 에서 24 시간으로 한다.

분류체의 용제 불용률에 관해서는, 하기 관계식으로 표현되는 분류체의 용제 불용률을 50% 이상, 특히 70% 이상으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제 불용률(%)=(B/A)×100

(단, A 는 분류체의 용제 침지전 중량, B 는 양용매 중에 분류체를 25℃ 에서 24 시간 침지한 후의 중량을 나타낸다)

이 용제 불용률이 50% 미만에서는, 장기 보존시에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 표면에 블리딩이 발생하여 분류체와의 부

착력에 영향을 미치고 분류체의 이동을 방해하게 되어, 화상 표시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또, 용제 불용률을 측정할 때의 용제 (양용제) 로는, 불소 수지에서는 메틸에틸케톤 등, 폴리아미드 수지에서는 메탄올 등,

아크릴우레탄 수지에서는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등, 멜라민 수지에서는 아세톤, 이소프로판올 등, 실리콘 수지에서는 톨루

엔 등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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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류체의 충전량에 대해서는, 분류체의 점유 체적 (체적 점유율) 이, 대향하는 기판간 공극 부분의 10∼80 부피%, 바

람직하게는 10∼65 부피%, 더욱 바람직하게는 10∼55 부피% 가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류체의 체적 점유

율이 10 부피% 보다 작으면 선명한 화상 표시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80 부피% 보다 크면 분류체가 이동하기 어려워진

다.

또, 본 발명에 있어서는 기판 사이의 분류체를 둘러싸는 공극 부분의 기체 관리가 중요하여, 표시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극 부분의 기체의 습도에 대해서, 25℃ 에서의 상대습도를 60% RH 이하, 바람직하게는 50% RH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35% RH 이하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공극 부분이란, 대향하는 기판 (1), 기판 (2) 사이에 끼인 부분에서 분류체 (3) 의 점유 부분, 격벽 (4) 의 점유 부분,

장치 시일 부분을 제외한, 소위 분류체가 접하는 기체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공극 부분의 기체는, 앞서 서술한 습도 영역이면 그 종류는 상관없지만, 건조 공기, 건조 질소, 건조 아르곤, 건조 헬륨, 건

조 이산화탄소, 건조 메탄 등이 바람직하다.

이 기체는 그 습도가 유지되도록 장치에 봉입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 분류체의 충전, 기판의 조립 등을 소정 습도 환경

하에서 실시하고, 또 외부로부터의 습도 침입을 막는 시일재, 시일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류체가 에어로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장치 안으로 봉입할 때 통상의 방법으로는 곤란하여, 정전도장기를 사용

하여 강제적으로 기판에 분류체를 부착시키는 것이 취급상 바람직하다. 이 경우는, 한쪽 기판에만 부착시키거나, 또는 양

쪽 기판에 부착시켜 합치는 방법 중 어느 것이나 상관없다.

또,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는, 노트북 컴퓨터, PDA, 휴대전화 등의 모바일 기기의 표시부, 전자 북, 전자 신문 등의 전자

페이퍼, 간판, 포스터, 칠판 등의 게시판, 복사기, 프린터 용지 대체의 리라이터블 페이퍼, 전자 계산기, 가전 제품의 표시

부, 포인트 카드 등의 카드 표시부 등에 사용된다.

실시예

다음에 실시예 및 비교예를 나타내어 본 발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단 본 발명은 이하의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실시예 및 비교예에서의 분류체의 물성 및 표시장치의 기능에 대해서, 하기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였다.

(1)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평균 입자직경 및 입자직경 분포 span

Mastersizer 2000 (Malvern Instruments Ltd.) 측정기에 각 분류체를 투입하고, 부속된 해석 소프트 (Mail 이론을 사용한

체적 기준 분포를 기준으로 입자직경 분포, 평균 입자직경을 산출하는 소프트) 를 사용하여, 하기 값을 구했다.

입자직경 분포 Span = (d(0.9)－d(0.1))/d(0.5)

(여기서, d(0.5) 는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50% 가 이것보다 크고, 50% 가 이것보다 작은 입자직경을 ㎛ 로 나타

낸 수치, d(0.1) 은 이것 이하의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비율이 10% 인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치, d(0.9) 는

이것 이하의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이 90% 인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치이다.)

평균 입자직경(㎛): 상기 d(0.5) 이다.

(2) 분류체의 최대 부유시의 외관 체적/미부유시의 외관 체적의 비율 (Vmax/Vo)

본문에 기재한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3) 분류체의 외관 체적의 시간 변화 (V10/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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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기재한 방법에 의해 최대 부유시로부터 5 분 후의 외관 체적 (V5(㎤)) 및 최대 부유시로부터 10 분 후의 외관 체적

(V10(㎤)) 을 측정하였다.

(4) 분류체의 용제 불용률

분류체를 메틸에틸케톤 용매 중에 25℃ 에서 24 시간 침지하고, 100℃ 에서 5 시간 건조시킨 후의 중량을 측정하였다. 침

지 전후의 중량 변화에 의해, 다음 식에 따라서 용매 불용률을 측정하였다.

용매 불용률(%)=(B/A)×100

(단, A 는 분류체의 용제 침지전 중량을 나타내고, B 는 메틸에틸케톤 용매 중에 분류체를 25℃ 에서 24 시간 침지하고,

100℃ 에서 5 시간 건조시킨 후의 중량을 나타낸다)

(5) 분류체 또는 분체의 안식각

파우더 테스터 PT-R (호소카와 미크론 (주) 제조) 에 각 분체를 투입하여 안식각을 측정하였다.

(6)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

제작된 표시장치에 인가하는 전압을 높여 나가, 분류체 또는 분체가 이동하여 표시가 가능해지는 전압을 최저 구동 전압으

로서 측정하였다. 구체예를 나타내면, 도 9 와 같이 역치가 되는 전압을 최저 구동 전압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그 최저 구동 전압＋10V 라는 전압을 인가하여 전위를 반전시킴으로써, 흑색∼백색 (또는 황색) 의 표시를 반복

하였다.

표시기능의 평가는, 콘트라스트비에 대해서, 초기 및 20000 회 (제 1 발명) 또는 10000 회 (제 2 발명) 반복 후, 다시 5 일

간 방치한 후에 반사 화상 농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여기서, 콘트라스트비란, 콘트라스트비=흑색 표시시의 반사 농

도/백색 (또는 황색) 표시시의 반사 농도로 하였다. 또, 참고로 초기 대비의 콘트라스트비를 유지율로 하였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제 2 발명에서는, 내구성 평가의 하나로서 콜로니 (응집) 발생의 유무를 평가하였다. 이것은, 전압 인가

와 함께 작동하는 표시 이외에, 500㎛ 이상의 전압 인가에 응답하지 않는 콜로니 (응집) 의 발생 유무를 육안 (사이즈 측

정) 에 의해 평가하였다.

또한, 응답 속도는, 포토멀을 사용하여 출력치의 변화로부터 구하였다.

이하,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의 제 1 발명에 관한 실시예 1∼12 및 비교예 1∼3 과,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의 제 2 발

명에 관한 실시예 21∼27 및 비교예 11, 12 에 대해 설명한다.

<실시예 1>

(분류체의 제작)

2 종류의 분류체 (분류체 (X), 분류체 (Y)) 를 준비하였다.

분류체 (X) 는, 먼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 TiO2 (20phr), 하전제어제 본트론 E89 (오리엔트화학 (주) 제조, 5phr),

개시제 AIBN (0.5phr) 을 사용하여 현탁 중합한 후, 분급장치로 입자직경을 고르게 하였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다이저 장

치 (나라 기계제작소 (주) 제조) 를 사용하여 이들 입자에 외첨제 A (실리카 H2000/4, 왓카사 제조) 와 외첨제 B (실리카

SS20, 일본실리카사 제조) 를 투입하고 4800 회전으로 5 분간 처리하여, 외첨제를 중합된 입자 표면에 고정화시켜, 분류

체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분류체 (Y) 는, 먼저 스티렌 모노머, 아조계 화합물 (5phr), 하전제어제 본트론 N07 (오리엔트화학 (주) 제조, 5phr), 개시

제 AIBN (0.5phr) 을 사용하여 현탁 중합한 후, 분급장치로 입자직경을 고르게 하였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다이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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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기계제작소 (주) 제조) 를 사용하여 이들 입자에 외첨제 C (실리카 H2050, 왓카사 제조) 와 외첨제 B (실리카 SS20,

일본실리카사 제조) 를 투입하고 4800 회전으로 5 분간 처리하여, 외첨제를 중합된 입자 표면에 고정화시키고, 분류체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 즉 전술한 (1) 분류체의 평균 입자직경 및 입자직경 분포, (2) 분류체의 최대 부유시의 외관

체적/미부유시의 외관 체적의 비율, (3) 분류체의 외관 체적의 시간 변화 (V10/V5), (4) 분류체의 용제 불용률 및 (5) 분류

체 또는 분체의 안식각을 이하의 표 1 에 나타낸다.

(실시예에 사용한 표시장치의 제작)

먼저, 다음에 기술하는 격벽을 형성한 전극 부착 기판을 제작하였다.

약 500 Å 두께의 산화인듐전극을 형성한 유리기판 상에, 높이 250 ㎛ 의 리브를 만들고, 스트라이프형상의 편리브 구조의

격벽을 형성하였다.

리브는 다음과 같이 형성하였다. 먼저 페이스트는 무기 분체로서 SiO2, Al2O3, B2O3, Bi2O3 및 ZnO 의 혼합물을 용융, 냉

각, 분쇄한 유리 분체를, 수지로서 열경화성 에폭시수지를 준비하여, 용제로써 점도 15000 cps 가 되도록 조제한 페이스트

를 제작하였다.

다음에, 페이스트를 준비한 기판 상에 도포하여 150 ℃ 에서 가열경화시키고, 이 도포∼경화를 반복함으로써, 두께 (격벽

의 높이에 상당) 200 ㎛ 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다음에, 드라이포토레지스트를 부착하고, 노광∼에칭에 의해, 라인 50 ㎛, 스페이스 200 ㎛, 피치 250 ㎛ 의 격벽패턴이

형성되는 마스크를 제작하였다.

다음에, 샌드블러스트에 의해, 소정의 격벽형상이 되도록 여분의 부분을 제거하여 원하는 스트라이프형상 격벽을 형성하

였다.

정전도장기를 사용하여, 상기 산화인듐전극을 형성한 유리기판 상에 분류체 X 를 임시 부착시키고, 다른 한쪽의 유리기판

상에 분류체 Y 를 임시 부착시켜, 간격 120 ㎛ 가 되도록 스페이서로 조정하고, 양 유리기판을 합쳐 유리기판 주변을 에폭

시계 접착제로 접착하여 분류체를 봉입한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분류체 X 와 분류체 Y 의 혼합률은 동 중량씩으로 하고,

이들 분류체의 유리기판 사이에 대한 충전율은 체적점유율로 30 용량% 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여기서, 기판 사이의 분류

체를 둘러싸는 공극부분의 기체는 상대습도 35% RH 의 공기로 하였다.

얻어진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1 에 나타낸다.

<실시예 2>

실시예 1 에 있어서,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주재료를 우레탄 (분류체 Y 에서는 카본 병용) 으로 한 것 이외에는 동일하

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1 에 나타낸다.

<실시예 3>

실시예 1 에 있어서,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개시제 AIBN 의 첨가량을 0.1 phr 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동일하게 하여 표

시장치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1 에 나타낸다. 개시제 AIBN 의 첨

가량을 줄였기 때문에, 용매불용률이 저하되어 방치 안정성이 약간 악화되었다.

<실시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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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 에 있어서,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제작시에 현탁중합 후의 분급을 실시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1 에 나타낸다. 분급을 실시하지 않

았기 때문에 입자직경 분포 Span 이 커져 내구성이 약간 악화되었다.

<실시예 5>

실시예 1 에 있어서, 기판간의 분류체를 둘러싸는 공극부분의 공기 습도를 80% RH 로 한 것 이외에는 동일하게 하여 표시

장치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1 에 나타낸다. 공극부분의 공기 습도가 높기 때

문에 내구성이 약간 악화되었다.

<실시예 6>

실시예 1 에 있어서, 격벽을 형성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표시장치의 표시기

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1 에 나타낸다. 격벽이 없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간 악화되었다.

<실시예 7>

분류체 X 를, 백색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구상 미립자 MX-500 (소켄 화학 (주) 제, 평균 입자직경 5.1 ㎛ ) 에, 아그

로마스타 MINI (호소카와 미크론 (주) 제) 를 사용하여 아크릴우레탄수지 EAU65B (아지아 공업 (주) 제) 를 코팅하여 제

작하였다.

아그로마스타 MINI 를 사용한 코팅은, 80 ℃ 로 보온한 처리용기내에 미립자 150 g 을 넣고, 교반날개를 600 rpm 으로 회

전시키면서 처리용기 바닥부로부터 80 ℃ 의 압축공기를 도입하여 입자를 격렬하게 유동시켰다. 메틸에틸케톤 용제 중에

수지와 가교제를 용해시키고, 약 30 분간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안개형상으로 분무시켜 실시하였다.

분류체 Y 를, 흑색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구상 미립자 CMX-500 (소켄 화학 (주) 제, 평균 입자직경 5.1 ㎛) 에, 아그

로마스타 MINI (호소카와 미크론 (주) 제) 를 사용하여 불소수지 카이나 2751 (엘프 아토켐 저팬 (주) 제) 을 코팅하여 제

작하였다.

상기 분류체를 사용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 과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2 에 나타낸다.

<실시예 8>

실시예 7 에 있어서, 분류체 X 를, 나일론 수지 트레진 EF300 (테이코쿠 화학산업 (주) 제) 을 코팅하여 제작한 것 이외에

는 실시예 7 과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2 에 나타낸다.

<실시예 9 >

분류체 X 를, 백색 구상 스티렌 미립자 SX-500 (소켄 화학 (주) 제, 평균 입자직경 5.0㎛) 에, 크랙스 시스템 (호소카와 미

크론 (주) 제) 을 사용하여 불소수지 카이나 2751 (엘프 아토켐 저팬 (주) 제) 을 코팅하여 제작하였다.

크랙스 시스템을 사용한 코팅은, 미립자 200 g, 코팅수지 10 g, 가교제 1 g을, 메틸에틸케톤 (비점 79.6 ℃) 5 kg 에 분산

시켜 슬러리형상으로 한 것을, 90 ℃, 2 × 104 Pa (150 torr) 의 조건 하에 있어서, 지름 8 mm, 길이 4 m 의 세관 속을 통

과시켜 실시하였다.

분류체 Y 를, 흑색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구상 미립자 CSX-500 (소켄 화학 (주) 제, 평균 입자직경 5.0 ㎛) 에, 크랙

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아크릴우레탄수지 EAU65B (아지아 공업 (주) 제) 를 코팅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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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류체를 사용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 과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2 에 나타낸다.

<실시예 10>

실시예 9 에 있어서, 분류체 Y 를, 나일론수지 트레진 EF300 (테이코쿠 화학산업 (주) 제) 을 코팅하여 제작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9 와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2 에 나타낸다.

<실시예 11>

분류체 X 를, 백색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구상 미립자 MX-500 (소켄 화학 (주) 제, 평균 입자직경 5.1 ㎛) 100 g 을

교반하면서 헥사메틸디실라잔 2 g 을 적하함으로써 표면처리하여 제작하였다.

분류체 Y 를, 스티렌수지 MW-1 (토요 스티렌 (주) 제) 에, 부대전성 하전제어제 본트론 E84 (오리엔트 화학 (주) 제) 5중

량부와 카본블랙 #85 (데구사 저팬 (주) 제) 7 중량부를 혼련한 후, 분쇄ㆍ분급하여 제작하였다.

상기 분류체를 사용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 과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2 에 나타낸다.

<실시예 12>

분류체 X 를, 백색 구상 스티렌미립자 SX-500 (소켄 화학 (주) 제, 평균 입자직경 5.0㎛) 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11 과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2 에 나타낸다.

<비교예 1>

실시예 1 의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제작에 있어서, 하이브리다이저의 처리조건을 4800 회전, 1 분간으로 한 것 이외에

는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3 에 나타낸다. 하이브리다이저의

처리조건을 변경한 결과, 분류체의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구동전압이 높아져 내구성이 악화되고, 응답속도가 느려졌

다.

<비교예 2>

실시예 1 의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제작에 있어서, 하이브리다이저의 처리조건을 4800 회전, 30 분간으로 한 것 이외에

는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3 에 나타낸다. 하이브리다이저의

처리조건을 변경한 결과, 분류체의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구동전압이 높아져 내구성이 악화되고, 응답속도가 느려졌

다.

<비교예 3>

실시예 1 의 분류체 X 및 분류체 Y 대신에 시판중인 전자사진용 토너를 사용한 것 이외에는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

작하였다. 시판 중인 전자사진용 토너의 물성과 얻어진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3 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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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분류체의 상태가 악화되어 구동전압이 높아져 내구성이 악화되고, 응답속도가 느려졌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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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계속]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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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체X

 실시예7 실시예8 실시예9

주재료 MX-500 MX-500 SX-500

코팅수지재료 EAU65B EF300 카이너-2751

처리제 - - -

코팅처리조건
아그로마스타MINI 아그로마스타MINI -

- - 크랙스 시스템

(분류체 물성)    

입자직경 (㎛) 5.1 5.1 5.0

입자직경 분포 Span 0.7 0.7 0.6

Vmax/Vo 3.1 3.0 2.9

V10/V5 0.92 0.92 0.90

안식각(°) 측정불가 측정불가 측정불가

용제 불용률(%) 95 95 92

분류

체Y

주재료 CMX-500 CMX-500 CSX-500

코팅수지재료 카이너-2751 카이너-2751 EAU65B

처리제 - - -

하전제어제 - - -

코팅처리조건
아그로마스타MINI 아그로마스타MINI -

- - 크랙스 시스템

(분류체 물성)    

입자직경(㎛) 5.1 5.1 5.0

입자직경 분포 Span 0.7 0.7 0.6

Vmax/Vo 3.2 3.1 3.0

V10/V5 0.94 0.94 0.91

안식각(°) 측정불가 측정불가 측정불가

용제 불용률(%) 95 95 92

 

공극기체의 상대습도 (%) 35 35 35

격벽 유무 유 유 유

(표시기능의 평가)    

최저구동전압(V) 30 32 30

초기 콘트라스트비 7.3 7.4 7.3

20000회후    

콘트라스트비 6.5 6.6 6.6

유지율(%) 89 89 90

5일 방치후    

콘트라스트비 6.4 6.4 6.6

유지율(%) 87 86 88

응답속도(m/sec) 0.2 0.2 0.2

[표 2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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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체

X

 실시예10 실시예11 실시예12

주재료 SX-500 MX-500 SX-500

코팅수지재료 카이너-2751 - -

처리제 - 헥사메틸디실라잔 헥사메틸디실라잔

코팅처리조건
- - -

크랙스 시스템 - -

(분류체 물성)    

입자직경 (㎛) 5.0 5.1 5.0

입자직경 분포 Span 0.6 0.7 0.6

Vmax/Vo 3.0 3.2 3.1

V10/V5 0.91 0.92 0.92

안식각(°) 측정불가 측정불가 측정불가

용제 불용률(%) 92 95 92

분류

체

Y

주재료 CSX-500 MW-1 MW-1

코팅수지재료 EF300 - -

처리제 - 헥사메틸디실라잔 헥사메틸디실라잔

하전제어제 - 본트론 E84 본트론 E84

코팅처리조건
- - -

크랙스 시스템 - -

(분류체 물성)    

입자직경(㎛) 5.0 6.6 6.6

입자직경 분포 Span 0.6 0.7 0.6

Vmax/Vo 3.1 3.2 3.2

V10/V5 0.93 0.92 0.92

안식각(°) 측정불가 측정불가 측정불가

용제 불용률(%) 92 95 95

 

공극기체의 상대습도 (%) 35 35 35

격벽 유무 유 유 유

(표시기능의 평가)    

최저구동전압(V) 32 20 21

초기 콘트라스트비 7.4 8.2 8.2

20000회후    

콘트라스트비 6.7 7.4 7.4

유지율(%) 90 90 90

5일 방치후    

콘트라스트비 6.7 7.2 7.2

유지율(%) 87 88 88

응답속도(m/sec) 0.2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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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시예 21>

(분류체의 제작)

2 종류의 분류체 (분류체 X, 분류체 Y) 를 준비하였다.

분류체 X 는 우선,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 TiO2 (20 phr), 하전제어제 본트론 E89 (오리엔트 화학 (주) 제, 5 phr),

개시제 AIBN (0.4 phr) 을 사용하여 현탁중합한 후, 분급장치를 이용하여 입자직경을 일정하게 하였다. 다음에, 하이브리

다이저 장치 (나라 기계제작소 (주) 제) 를 사용하여, 이들 입자에 외첨제 A (실리카 H2000/4, 왓카사 제) 와 외첨제 B (실

리카 SS20, 닛폰 실리카사 제) 를 투입하여 4800 회전, 6 분간 처리하고, 외첨제를 중합한 입자 표면에 고정화시키고, 분

류체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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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 Y 는 우선, 스티렌 모노머, 아조계 화합물 (5 phr), 하전제어제 본트론 N07 (오리엔트 화학 (주) 제, 5 phr), 개시제

AIBN (0.4 phr) 을 사용하여 현탁중합한 후, 분급장치를 이용하여 입자직경을 일정하게 하였다. 다음에, 하이브리다이저

장치 (나라 기계제작소 (주) 제) 를 사용하여 이들 입자에 외첨제 C (실리카 H2050, 와카사 제) 와 외첨제 B (실리카 SS20,

닛폰 실리카사 제) 를 투입하여 4800 회전, 6 분간 처리하고, 외첨제를 중합한 입자 표면에 고정화시키고, 분류체가 되도

록 조정하였다.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 즉 전술한 (1)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평균 입자직경 및 입자직경 분포, (2) 분류체

의 최대 부유시의 외관 체적/미부유시의 외관 체적의 비율, (3) 분류체의 외관 체적의 시간 변화 (V10/V5) 및 (4) 분류체의

용제 불용률을 이하의 표 4 에 나타낸다.

(표시장치의 제작)

우선, 다공성 스페이서를 준비하였다. 두께 200 ㎛ 의 폴리우레탄 시트를 준비하고, 표시측의 구멍직경이 6 mm, 비표시측

의 구멍직경이 5 mm 가 되도록, 또한, 개구율이 80 % 가 되도록 기계적인 펀칭에 의해 구멍을 뚫어 다공성 시트를 제작하

였다. 또, 다공성 시트의 주변부에는 핫멜트 접착제를 부여하였다.

약 500 Å 두께의 산화인듐전극을 형성한 유리기판 상에, 상기 다공성 스페이서를 두고, 핫멜트 접착제가 용융되도록 가열

한 압착기에 의해 다공성 스페이서를 압접하여 다공성 스페이서를 유리기판에 접합하였다.

다음에, 정전도장기를 사용하여, 상기 다공성 스페이서/유리기판 상에, 분류체 X 를 임시 부착시키고, 계속해서 분류체 Y

를 임시 부착시키고, 나아가 다공성 스페이서의 구멍 이외에 부착된 분류체를 긁어서 떨어뜨리고, 다른 한쪽의 산화인듐전

극을 형성한 유리기판을 올려놓고 양 유리기판을 합쳐 유리기판 주변을 에폭시계 접착제로 접착하여 분류체를 봉입한 표

시장치를 제작하였다.

분류체 X 와 분류체 Y 의 혼합률은 동 중량으로 하고, 이들 분류체의 유리기판 사이에 대한 충전율은 25 용량% 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여기서, 공극을 메우는 기체는 상대습도 35 % RH 의 공기로 하였다.

얻어진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4 에 나타낸다.

<실시예 22>

실시예 21 에 있어서, 분류체 X 및 분류체 Y의 개시제 AIBN 의 첨가량을 0.1 phr 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동일하게 하여 표

시장치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4 에 나타낸다. 개시제 AIBN 의 첨

가량을 줄였기 때문에, 용매불용률이 저하되어 방치 안정성이 약간 악화되었다.

<실시예 23>

실시예 21 에 있어서,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제작시에 현탁중합 후의 분급을 실시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4 에 나타낸다. 분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자직경 분포 Span 이 커져 내구성이 약간 악화되었다.

<실시예 24>

실시예 21 에 있어서, 기판 사이의 분류체를 둘러싸는 공극부분의 공기 습도를 80 % RH 로 한 것 이외에는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4 에 나타낸다. 공극부분의 공기 습도가 높

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간 악화되었다.

<실시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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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1 에 있어서, 하이브리다이저의 처리조건을 4000 회전, 2 분간으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

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4 에 나타낸다. 하

이브리다이저의 처리조건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분류체의 상태가 악화되어 구동전압, 내구성 및 응답속도가 악화되었다.

<실시예 26>

실시예 21 에 있어서, 하이브리다이저의 처리조건을 4000 회전, 25 분간으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

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5 에 나타낸다. 하

이브리다이저의 처리조건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분류체의 상태가 악화되어 구동전압, 내구성 및 응답속도가 악화되었다.

<실시예 27>

실시예 21 에 있어서, 다공성 스페이서의 구멍직경에 관해서, 표시측의 구멍직경과 비표시측의 구멍직경을 동일한 6 mm

로 한 것 이외에는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

과를 이하의 표 5 에 나타낸다. 표시측의 구멍직경과 비표시측의 구멍직경을 동일하게 하였기 때문에 응답속도가 약간 악

화되었다.

<비교예 11>

실시예 21 에 있어서, 다공성 스페이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5 에 나타낸다. 그 결과, 분류체의 콜로니 (응집) 가 발

생하게 되어 내구성이 악화되었다.

<비교예 12>

실시예 21 에 있어서, 다공성 스페이서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분류체를 사용하지 않고 시판중인 전자사진용 토너를 사용

한 것 이외는 동일하게 하여 표시장치를 제작하였다. 분류체 X 및 분류체 Y 의 물성과 표시장치의 표시기능의 평가결과를

이하의 표 5 에 나타낸다. 그 결과, 분류체의 상태가 악화되어 구동전압이 높아져 내구성이 악화되고, 응답속도가 느려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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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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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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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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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계속]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의 제 1 발명 및 화상표시방법에서는 기판 사이에 기체 중에 고체상 물질이 분산질로서 안정적으

로 부유하는 에어로졸 상태에서 고유동성을 나타내는 분류체를 봉입하고, 쿠울롱력 등에 의해 분류체를 이동시키는 것에

의해, 고응답속도를 나타내고, 저렴하면서 안정성 향상과 구동전압저감의 양립을 달성한 화상표시 장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상표시 장치의 제 2 발명에서는 대향하는 기판과 쿠울롱력 등에 의해 이동하는 물질로 구성되는 표시장

치에 있어서, 그 쿠울롱력 등에 의해 이동하는 물질로서 분류체를 사용하고, 그 분류체가 봉입되는 기판 사이에 다공성 스

페이서를 배치함으로써, 저렴하면서 내구성 향상과 구동전압저감의 양립을 달성한 화상표시 장치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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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일방이 투명한 대향하는 기판을 포함하는 화상표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대향하는 기판 사이의 상태가 기체 중에 고체형 물질이 분산질로서 부유하는 에어로졸 상태가 되도록, 유동성을 나타

내는 분류체(粉流體)를 상기 분산질로서 봉입하여 분류체를 이동시키되,

상기 분류체의 최대 부유시의 외관 체적이 미부유시의 2 배 이상이고,

상기 분류체의 외관 체적의 시간 변화가 다음 식을 만족하는 화상표시 장치:

V10 /V5 > 0.8

(식 중, V5 는 최대 부유시로부터 5 분 후의 분류체의 외관 체적 (㎤), V10 은 최대 부유시로부터 10 분 후의 분류체의 외관

체적 (㎤) 을 나타낸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체는 안식각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고유동성을 나타내는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평균 입자직경 d(0.5) 가 0.1∼20 ㎛ 인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하기 식으로 나타내는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입자직경 분포 Span 이 5 이하인 화상표시 장치:

Span = (d(0.9) - d(0.1))/d(0.5)

(단, d(0.5) 는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50% 가 이것보다 크고 50% 가 이것보다 작은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

치, d(0.1) 은 이것 이하의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비율이 10% 인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치, d(0.9) 는 이것

이하의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이 90% 인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치를 나타낸다).

청구항 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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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식으로 나타내는 분류체의 용제 불용률이 50% 이상인 화상표시 장치:

용제 불용률(%) = (B/A)×100

(단, A 는 분류체의 용제 침지전 중량, B 는 양(良)용매 중에 분류체를 25℃ 에서 24시간 침지한 후의 수지 성분의 중량을

나타낸다).

청구항 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체는 평균 입자직경 20∼100㎚ 의 무기 미립자가 표면에 고착된 물질인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체는 2 종 이상의 무기 미립자가 표면에 고착된 물질인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 미립자는 실리콘 오일로 처리된 것인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11.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사이에 분류체를 정전도장장치에 의해 봉입한 것인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12.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하는 기판 사이의 공극이, 25℃ 에서의 상대습도가 60% RH 이하인 기체로 채워져 있는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1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복수의 표시 셀에 의해 구성된 것인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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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격벽이 스크린 인쇄법, 샌드 블라스트법, 감광체 페이스트법, 및 애디티브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형성된 것인 화상표

시 장치.

청구항 1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격벽이 편(片)리브 구조인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16.

적어도 일방이 투명한 대향하는 기판을 포함하는 화상표시 장치의 화상표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대향하는 기판 사이의 상태가 기체 중에 고체형 또는 액체형의 미소 물질이 분산질로서 부유하는 에어로졸 상태가 되

도록, 유동성을 나타내는 분류체를 상기 분산질로서 봉입하여 분류체를 이동시키되,

상기 분류체의 최대 부유시의 외관 체적이 미부유시의 2 배 이상이고,

상기 분류체의 외관 체적의 시간 변화가 다음 식을 만족하는 화상표시 방법:

V10 /V5 > 0.8

(식 중, V5 는 최대 부유시로부터 5 분 후의 분류체의 외관 체적 (㎤), V10 은 최대 부유시로부터 10 분 후의 분류체의 외관

체적 (㎤) 을 나타낸다).

청구항 17.

적어도 일방이 투명한 대향하는 기판을 포함하는 화상표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대향하는 기판 사이에 다공성 스페이서를 배치하고,

상기 대향하는 기판 사이의 상태가 기체 중에 고체형 물질이 분산질로서 부유하는 에어로졸 상태가 되도록, 유동성을 나타

내는 분류체를 상기 분산질로서 봉입하여 분류체를 이동시키되,

상기 분류체의 최대 부유시의 외관 체적이 미부유시의 2 배 이상이고,

상기 분류체의 외관 체적의 시간 변화가 다음 식을 만족하는 화상표시 장치:

V10 /V5 > 0.8

(식 중, V5 는 최대 부유시로부터 5 분 후의 분류체의 외관 체적 (㎤), V10 은 최대 부유시로부터 10 분 후의 분류체의 외관

체적 (㎤) 을 나타낸다).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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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체는 안식각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고유동성을 나타내는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19.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스페이서의 외주부에 핫멜트 접착제를 부여한 것인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20.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투명기판을 갖는 표시측 다공성 스페이서의 개구율이 50∼95% 인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21.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다공성 스페이서의 구멍직경이 표시측과 비표시측에서 다르며,

(표시측 구멍직경)/(비표시측 구멍직경) > 1.1 인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평균 입자직경 d(0.5) 가 0.1∼20 ㎛ 인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25.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하기 식으로 나타내는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입자직경 분포 Span 이 5 이하인 화상표시 장치:

Span = (d(0.9) - d(0.1))/d(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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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d(0.5) 는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50% 가 이것보다 크고 50% 가 이것보다 작은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

치, d(0.1) 은 이것 이하의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의 비율이 10% 인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치, d(0.9) 는 이것

이하의 분류체를 구성하는 입자 물질이 90% 인 입자직경을 ㎛ 로 나타낸 수치를 나타낸다).

청구항 26.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하기 식으로 나타내는 분류체의 용제 불용률이 50% 이상인 화상표시 장치:

용제 불용률(%) = (B/A)×100

(단, A 는 분류체의 용제 침지전 중량, B 는 양용매 중에 분류체를 25℃ 에서 24시간 침지한 후의 수지 성분의 중량을 나타

낸다).

청구항 27.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체는 평균 입자직경 20∼100㎚ 의 무기 미립자가 표면에 고착된 물질인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체는 2 종 이상의 무기 미립자가 표면에 고착된 물질인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 미립자는 실리콘 오일로 처리된 것인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30.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사이에 분류체를 정전도장장치에 의해 봉입한 것인 화상표시 장치.

청구항 31.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하는 기판 사이의 공극이, 25℃ 에서의 상대습도가 60% RH 이하인 기체로 채워져 있는 화상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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