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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편광판과, 코레스테릭액정으로 이루어진 선택반사층과의 사이에 입사광의 위상을 λ/4 지연시키는 위상차판
과, 인가전압에 따라 입사광을 λ/2 어긋나게 하는 액정층이 배치되어 있다. 선택반사층의 편광판측에는 제1칼라필터층
이 설치되고, 선택반사층의 배면측에는 밴드패스필터를 구성하는 제2칼라필터층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제2칼라필터
층의 배면측에는 배면광원이 설치되어 있다. 반사형 액정표시장치로서 기능하는 경우, 편광판측으로부터 입사된 광이 
선택반사층에 의해 전반사되어 제1칼라필터층을 2회 투과한다. 투과형 액정표시장치로서 기능하는 경우, 배면광원으로
부터의 광이 선택반사층을 투과하고, 제2 및 제1칼라필터층을 1회씩 투과하여 출력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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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단면도,

도 2는 상기 액정표시장치의 어레이기판을 확대하여 나타낸 단면도,

도 3은 상기 어레이기판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평면도,

도 4a는 상기 액정표시장치의 액정층에 전원으로서 제1전압을 인가한 상태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4b는 상기 액정표시장치의 액정층에 전원으로서 제2전압을 인가한 상태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5는 상기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선택반사층의 동작원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6은 상기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칼라필터층의 분광특성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상기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코레스테릭층의 투과율 파장분산특성을 나타낸 도면,

도 8은 배면광원의 선상광원에 이용된 주광색(晝光色) 형광등의 발광스펙트럼을 나타낸 도면,

도 9는 배면광원의 선상광원에 이용된 3파장광의 발광스펙트럼을 나타낸 도면,

도 10은 상기 액정표시장치 및 비교예의 색재현 범위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단면도,

도 12는 제2실시예에 따른 상기 액정표시장치의 액정층에 전원으로서 제1전압을 인가한 상태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도
면,

도 13은 제2실시예에 따른 상기 액정표시장치의 액정층에 전원으로서 제2전압을 인가한 상태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도
면,

도 14는 제2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제1칼라필터층의 분광특성을 나타낸 도면,

도 15는 상기 액정표시장치를 반사형으로서 기능시킨 경우의 총합 칼라필터층 분광특성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16은 상기 액정표시장치의 제2칼라필터층의 분광특성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17은 상기 액정표시장치를 투과형으로서 기능시킨 경우의 총합 칼라필터층의 분광특성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제1변형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를 나타낸 단면도,

도 19는 본 발명의 제2변형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를 나타낸 단면도,

도 20은 본 발명의 제3변형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를 나타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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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은 제3변형예에 있어서 간섭필터의 투과율 특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10 --- 액정표시장치

11 --- 편광층

12 --- 위상차판(位相差板)

13 --- 유리기판(어레이기판)

14 --- 유리기판(대향기판)

15 --- (TN)액정층

16 --- 화소전극

17 --- 대향전극

18 --- 선택반사층

18f --- 주면(선택반사층)

18b --- 다른쪽의 주면(선택반사층)

19 --- 액정분자(코레스테릭액정)

20 --- 전원

21 --- 배면광원

22 --- 도광체(導光體)

23 --- 산란반사층

24 --- 선상광원(線狀光源)

31 --- 박막트랜지스터(TFT)

32 --- 신호선

33 --- 게이트전극

34 --- 주사선

35 --- 산화막

36 --- 반도체막

37 --- 저저항 반도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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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패시베이션막

39 --- 드레인전극

40 --- 콘택트홀

41 --- 소스전극

42 --- 기판의 주연부(시일부)

43 --- 시일재(seal材)

50 --- (제1)칼라필터층

60 --- 코레스테릭액정층(cholesteric 液晶層)

70 --- 밴드패스필터

72 --- 제2칼라필터층

74 --- 간섭필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칼라필터층을 구비한 칼라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배면광원 및 외광(外光)을 반사하는 반사막을 
구비하고, 반사형 및 투과형 칼라 액정표시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된 반투과형 칼라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액정표시장치는 노트북형 퍼스널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모니터, 카 내비게이션, 함수 탁상용 계산기, 중소형 TV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반사형 액정표시장치는 배면광원(백 라이트)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저소
비전력이면서 박형 경량이라는 이점을 활용하는 모빌 PC등의 휴대기기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응용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반사형 액정표시장치는 종이와 마찬가지로 외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환경 자
체가 어둡다면 표시화면도 어둡게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두운 환경에서는 배면광원을 이용하는 투과형 액정표시장치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반사판을 반
투과 반사판, 예컨대 하프미러로 하여 배면광원을 구비한 반투과형 액정표시장치가 개발되어 있다.

    
또한, 반사판에 각 화소에 대응하는 핀홀을 설치하면서 화소 마다 마이크로렌즈를 배치한 반투과형 액정표시장치가 검
토되고 있다. 이 액정표시소자에 의하면, 반사형의 액정표시장치로서 이용하는 경우, 통상의 반사형 액정표시장치와 비
교하여 핀홀분 밖에 표시화면의 밝기가 저하되지 않는다. 또한, 투과형의 액정표시장치로서 이용하는 경우, 배면광원을 
출사한 광을 마이크로렌즈에 의해 집광하여 핀홀을 통과시키는 것에 의해 통상의 투과형 액정표시장치와 마찬가지의 
표시화면의 밝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의해, 상기한 투과형 액정표시장치의 밝기를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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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반투과형의 액정표시장치는 칼라필터층을 설치하는 것에 의해 칼라표시가 가능하게 된다. 즉, 종래의 반투과
형 칼라 액정표시장치는 편광판, 전면기판, 칼라필터층, 구동전극, 액정층, 배면기판, 반반사판(半反射板), 배면광원을 
순서대로 적층하여 구성되어 있다. 칼라필터층은 반사판의 전방, 즉 관찰자측에 설치되어 있다.

그 때문에, 액정표시장치가 반사형으로서 기능하는 경우, 전면기판측으로부터 입사한 외광은 칼라필터층, 액정층을 통
과한 후, 반사판에서 반사되고, 다시 액정층 및 칼라필터층을 통해 외부로 출사된다. 즉, 칼라필터층을 2회 투과하는 광
로(光路)로 된다. 따라서, 칼라필터층은 통상의 반사형 칼라 액정표시장치와 마찬가지로, 칼라필터층은 광이 2회 투과
한 때에 원하는 착색을 얻는 것과 같은 분광특성의 것이 이용된다.

반사형의 액정표시장치로서 기능하는 경우, 광원은 외광으로, 광강도를 자유롭게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편
광판등을 이용한 경우, 소자 전체의 투과율은 충분한 것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칼라필터층의 분광특성은 최대투과율
을 1로 할 때, 최소투과율도 0.1 이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칼라필터층 분광특성은 칼라필터층을 1회 투
과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착색이 얻어지지 않는등 엷은 색농도로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실제, 상기 칼라필터층은 광이 2회 투과한 때의 분광특성에서 조차 종래의 투과형의 액정표시장치에서 이용되고 있는 
RGB 칼라필터층의 분광특성 보다도 엷은 설계로 되어 있다.

한편, 반투과형의 액정표시장치를 투과형으로서 이용하는 경우, 배면광원으로부터 출사한 광은 칼라필터층을 1회 밖에 
투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과형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의 표시의 분광특성은 칼라필터층을 1회 투과한 때의 분광특성, 
즉 칼라필터층의 분광특성 그 자체로 되어, 상기한 바와 같은 칼라필터층을 이용한 경우에는 극히 엷은 색농도로 되어 
버린다.

반대로, 반투과형의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칼라필터층으로서 종래의 투과형 액정표시장치에 이용되고 있는 분광특성
의 것을 이용하면, 반사형으로서 기능한 경우에 표시 밝기가 현저하게 부족되어 버린다.

이와 같이, 종래의 반투과형 칼라 액정표시장치에서는 반사형으로서 기능한 경우에 표시 밝기가 현저하게 어두워지게 
되든가, 또는 투과형으로서 기능한 경우에 표시 색농도가 현저하게 엷게 되던가, 어느 하나의 광학특성 밖에 얻을 수 없
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점을 감안하여 발명된 것으로, 반사형으로 기능한 경우 및, 투과형으로 기능한 경우도 충분한 밝기와 
색농도의 표시가 가능한 반투과형 액정표시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서로 대향 배치되고, 각각의 내면에 액정구동전극이 설치
된 전면기판 및 배면기판과; 상기 전면기판과 배면기판 사이에 끼워지지되고, 인가전압에 따라 입사광의 위상을 변조시
키는 액정층; 상기 전면기판 및 배면기판의 한쪽의 기판의 외면에 순서대로 탑재된 위상차판 및 편광축을 갖춘 편광판
; 다른쪽의 기판상에 형성된 반투과 반반사층; 상기 반투과 반반사층 보다도 상기 전면기판측에 배치된 칼라필터층; 상
기 다른쪽의 기판의 배면측에 배치된 배면광원 및; 상기 반투과 반반사층과 상기 배면광원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칼라
필터층의 분광투과율 특성의 인접하는 피크 파장간의 파장광을 선택적으로 반사하는 코레스테릭액정층을 구비하고 있
다.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의 대표적 구성에 의하면, 관찰측으로부터 차례로, 편광판, 위상차판, 칼라필터층, 가변리터더
(retarder)층으로서 기능하는 광위상변조의 액정층, 선택반사층, 배면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선택 반사, 투과하는 코레
스테릭액정층이 배치된다. 이 코레스테릭액정층에 의해 배면광원의 파장특성을 칼라필터층의 분광투과율특성에 맞추어 

 - 5 -



등록특허 10-0314392

 
일치시킨다. 즉, 코레스테릭액정층에 의해 칼라필터층의 피크파장간의 파장을 선택적으로 반사하여 차단하고, 배면광원
의 발광스펙트럼을 조정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서로 대향 배치되고, 각각의 내면에 액정구동전극이 설치된 전면기판 및 배면기
판과; 상기 전면기판과 배면기판 사이에 끼워지지되고, 인가전압에 따라 입사광의 위상을 변조시키는 액정층; 상기 전
면기판 및 배면기판의 한쪽의 기판의 외면에 순서대로 탑재된 위상차판 및 편광축을 갖춘 편광판; 다른쪽의 기판상에 
형성되고, 입사광의 제1원편광성분을 반사하여 상기 제1원편광성분과 역회전의 제2원편광성분을 투과하는 선택반사층
; 상기 선택반사층 보다도 상기 전면기판측에 배치된 제1칼라필터층; 상기 배면기판의 배면측에 배치된 배면광원 및; 
상기 선택반사층 보다도 상기 배면광원측에 배치된 밴드패스필터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구성의 액정표시장치가 반사형으로서 기능하는 경우, 입사광은 상기 제1칼라필터층을 2회 투과하기 때문에, 제1
칼라필터층의 분광투과율특성은 2회 투과한 광이 원하는 색으로 착색되도록 설정된다. 따라서, 제1칼라필터층의 분광
투과율특성은 비교적 광대역인 특성으로 된다.

투과형으로서 기능하는 경우, 배면광원으로부터의 광은 제1칼라필터층을 1회 밖에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1칼라필터
층에 입사하기 전에 밴드패스필터를 통해 광원광을 미리 협대역화하는 것에 의해, 종래의 투과형 칼라 액정표시장치와 
동일한 밝기와 색농도의 표시특성을 얻을 수 있다.

밴드패스필터로서는 소위 간섭필터나, 색흡수필터로 이루어진 제2칼라필터층을 이용할 수 있다. 간섭필터로서는, 예컨
대 복수의 유전체를 교대로 적층한 유전체 다층막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색흡수필터로서는, 예컨대 유기매체중에 안
료나 염료를 첨가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선택반사층을 배면기판의 내면에 형성하고, 색흡수필터를 선택반사층의 아래측에 배치한 경우, 기판 두께에 의한 시차
를 발생시키는 것 없이 색 어긋남에 의한 색농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제2칼라필터층을 박막트랜지스터등의 액티브소자를 갖춘 어레이기판에 설치하면, 주사선, 신호선, 박막트랜지스
터등의 위에 화소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층간절연막으로서 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높은 개구율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코레스테릭액정 폴리머등으로 이루어진 선택반사층에 안료를 분산 또는 염료를 혼합하는 것에 의해 제2칼라필터
층으로서 기능시키도록 하면, 선택반사층과 제2칼라필터층을 동일 층으로 할 수 있어 액정표시장치 전체의 층수를 삭감
할 수 있게 된다.

(실시예)

이하, 예시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본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10)의 기본 구성을 설명한다. 도 1 내지 도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액정표시장
치(10)는 관찰측으로부터 차례로 배치된 편광판(11), 위상차판(12), 칼라필터층(50), 광위상변조의 트위스티드 네마
틱(twisted nematic; 이하, TN으로 칭함) 액정층(15), 반투과 반반사층으로서 기능하는 선택반사층(18), 코레스테
릭액정층(60), 배면광원(21)을 구비하고 있다.

    
액정표시장치(10)는 대향 배치된 2매의 유리기판(13,14)간에 광위상변조의 TN 액정층(15)을 끼워지지하여 형성된 
TN표시소자를 구비하고, 이 TN표시소자의 관찰측, 즉 유리기판(13)의 외면상에 위상차판(12) 및 편광판(11)이 차례
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다른쪽의 유리기판(14)의 외면과 대향하여 배면광원(21)이 설치되어 있다. 위상차판(12)은 
고정리터더층으로서, TN 액정층(15)은 가변리터더층으로서 각각 기능하고, 이들의 고정 및 가변리터더층에 의해 가변
리터더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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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액정소자의 관찰측의 유리기판(13)은 어레이기판을 구성하고, 유리기판(13)의 내면상에는 칼라필터층(50)이 설
치되며, 이 칼라필터층(50)상에는 투명한 ITO(Indium Tin Oxide)로부터 다수의 화소전극(16)이 매트릭스상으로 설
치되어 있다. 또한, 유리기판(13)상에는 신호선(32)과, 게이트전극(33)을 포함하는 주사선(34)이 매트릭스상으로 설
치되고, 더욱이 필요에 따라 도시되지 않은 보조용량전극이 설치된다. 또한, 신호선(32)과 주사선(34)의 교차부에는 
스위칭소자로서의 박막트랜지스터(31; 이하, TFT로 칭함)가 설치되고, 각각 화소전극(16)에 접속되어 있다.
    

신호선(32) 및 주사선(34)에 겹쳐 산화막(35)이 형성되어 있다. 각 TFT(31)는 산화막(35)을 매개로 게이트전극(3
3)상에 설치된 아몰퍼스 실리콘(a-Si)으로 이루어진 반도체막(36), 반도체막상에 저저항 반도체막(37)을 매개로 설
치된 소스전극(41) 및 드레인전극(39)을 구비하고, 패시베이션막(38)에 의해 덮여 있다. 또한, 각 화소전극(16)은 칼
라필터층(50)에 형성된 10㎛ 각(角) 정도의 콘택트홀 (40)을 매개로 소스전극(41)에 접속되어 있다.

    
칼라필터층(50)은 화소부의 전체면에 배치되어 있다. 이 칼라필터층(50)은 적, 녹, 청의 3원색 또는 옐로우, 마젠타, 
시안의 보색 3원색의 칼라필터층으로,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화소전극(16) 및 대향전극(17)에 의해 TN 액정층(15)
을 화소단위로 전계 제어함으로써 가법혼색(加法混色)에 의한 칼라표시를 수행한다. 칼라필터층(5)으로서는 분광특성
이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은 고투과율(투과율, CIE-XYZ표색계에서의 Y값이 약 40% 이상)의 것을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 옥외등의 밝은 장소에서 백 라이트를 점등시키지 않고서 외광을 광원으로 하여 표시를 수행하는 경우, 표시화상
의 휘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한편, TN 액정소자의 배면측의 유리기판(14)은 대향기판을 구성하고 있다. 유리기판(14)의 화소전극(16)과 대향하
는 면에 ITO등의 투명도전막으로 이루어진 대향전극(17)이 거의 전면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유리기판(14)과 대향전
극(17)의 사이에는 코레스테릭액정을 폴리머화한 필름형상을 이루고, 반투명 반반사층으로서 기능하는 선택반사층(1
8) 및 코레스테릭액정층(60)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대향전극(17)은 통상의 마스크 스퍼터법에 의해 성막과 패터닝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대
향전극(17) 형성시 코레스테릭액정층 (60)으로의 프로세스 부하를 극히 작게 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어레이기판 및 대향기판의 TN 액정층(15)과 접하는 면에는 각각 도시되지 않은 배향막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의 
배향막은 서로의 배향축이 직교하도록 형성되고, 이에 의해 TN 액정층(15)의 트위스트각은 90°로 되어 있다.

또한, 어레이기판과 대향기판은 양 기판의 주연부(42; 시일부:seal部)에 따라 도포된 시일재(43;seal材)에 의해 서로 
접합되어 있다.

유리기판(14)의 배면측에 설치된 배면광원(21)은, 예컨대 아크릴등의 투명성의 평판으로 이루어진 도광체(22)와, 도
광체의 측면에 배치된 선상광원(24) 및, 도광체의 이면에 설치된 산란반사층(23)을 구비하고 있다.

다음에, 상기 액정표시장치(10)의 보다 상세한 구성을 그 동작원리와 일치시켜 설명한다.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레스테릭액정으로 이루어진 선택반사층(18)은 그 1주면에 도달하는 입사광중 좌원편광성
분(左圓偏光成分) 또는 우원편광성분(右圓偏光成分)만을 반사하고, 반사하는 성분과는 역회전의 우원편광성분 또는 좌
원편광성분을 투과하며, 또한 반대의 주면에 도달하는 입사광중 좌원편광성분 또는 우원편광성분만을 산란하고, 우원편
광성분 또는 좌원편광성분을 투과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모양을 1주면측으로부터 보면, 1주면측에서 출사하는 반
사광과 이면측으로부터의 투과광과의 회전방향은 동일하고, 이면측에서 출사하는 투과광과 반사광과의 회전방향도 동
일하다. 도 2에 있어서, 원편광(L1,L2,L1',L2')의 회전방향은 모드 선택반사층(18)의 주면(18f)측으로부터 관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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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선택반사층(18)을 구성하는 코레스테릭액정은 그 액정분자(19)의 비틀림 피치와 평균굴절율(n)을 곱한 np값이 입사
광의 파장(λ)과 동일한 것으로 고려한다. 액정분자(19)는 관찰측으로부터 보아 좌회전의 나선구조를 갖추는 경우, 그 
주면(18f)측으로부터 입사하는 외광(Lf) 중, 좌원편광성분의 광은 주면(18f)에서 반사된다. 이 반사광(L1)은 반사에 
의해 진행방향에 대해 회전　방향이 반전되어 우회전의 원편광으로서 출사되지만, 주면(18f)측으로부터 보면 좌원편광
으로 된다. 또한, 주면(18f)으로의 입사광(Lf) 중, 우원편광성분의 광(L2)은 다른쪽의 주면 (18b)측으로 투과한다.
    

코레스테릭액정은 np값이 입사광의 파장(λ)과 동일한 경우, 그 나선방향(좌회전 또는 우회전)과 동일한 방향(좌회전 
또는 우회전)의 원편광성분을 100% 반사하는 기능을 갖춘다.

한편, 다른 주면(18b)으로부터 입사하는 외광(Lb)중, 진행방향에 대해 좌원편광성분의 광은 주면(18b)에서 반사되어 
진행방향에 대해 회전방향이 반전된 우원편광성분의 광(L2')으로 된다. 또한, 외광(Lb)중 진행방향에 대해 우원편광성
분의 광은 선택반사층(18)을 투과하여 주면(18f)으로부터 출사되지만, 이 광을 주면(18f)측으로부터 관찰하면 좌원
편광성분의 광(L1')으로 된다.

    
이와 같은 선택반사층(18)을 구비한 액정표시장치(10)에 있어서, 관찰면측으로부터 외광(Lf)이 입사되면, 편광판(1
1)의 편광축방향에 따른 진동방향을 갖춘 직선편광성분의 광이 취출되고, 위상차판(12) 및 액정층(15)으로 이루어진 
가변리터더에 도달한다. 가변리터더는 광의 위상차량을 가변으로 한 것으로, 이상적으로는 입사광의 특정 방향의 진동
성분의 위상을 그와 직교하는 진동성분에 대해 λ/4(λ: 입사파장) 지연시키는 고정리터더(12; 위상차판)와, 인가전압
에 따라 입사광의 특정 방향의 진동성분의 위상을 이에 직교하는 진동성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λ/2 지연시키는 가변리
터더(15; 액정층)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고정리터더층으로서는, 예컨대 주지의 λ/4 위상차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지상축(遲相軸)이 편광판(11)의 
편광축에 대해 소정 방향으로 45°의 각도를 이루도록 배치하는 것에 의해 편광판(11)을 투과한 직선편광을 특정의 회
전방향을 갖춘 원편광으로 변환시킨다. 위상차판(12)의 지상축이 편광판(11)의 편광축에 대해 우회전으로 45°의 각
도를 이루도록 배치된 경우, 출사되는 원편광은 우회전의 구성으로 된다. 반대로, 위상차판(12)의 위상축이 편광판(1
1)의 편광축에 대해 좌회전으로 45°의 각도를 이루도록 배치하면, 출사되는 원편광은 좌회전의 극성으로 된다.
    

    
가변리터더층으로서는, 예컨대 주지의 TN 액정층(15)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액정층(15)에 전원(20)으로부터 임
계치 이하의 전압(제1전압)이 인가된 상태, 즉 액정층(15)이 초기 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액정층(15)에 의
해 입사광의 특정 방향의 진동성분이 그에 직교하는 방향의 진동성분에 대해 λ/2 지연되고, 그 결과 입사된 원편광의 
회전방향이 역전된다. 또한, TN 액정층(15)에 포화전압 이상의 전압(제2전압)이 인가되어 액정분자의 트위스트상태
가 해제되면, 입사광은 위상변조 되지 않은 채 출사되기 때문에, 원편광의 극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같이, 가변리터더층을 TN 액정층(15)으로 구성한 경우, 제1전압 인가시와 제2전압 인가시에 액정층(15)에 의한 
위상지연이 상대적으로 λ/2 발생된다. 또한, 가변리터더층으로서는 TN 액정층(15)에 한정되지 않고, 제1전압 인가시
의 초기배향 상태에서 입사광의 위상을 λ/4 지연시키고, 포화전압 이상의 제2전압 인가시에 입사광의 위상을 λ/4 진
행하여 강유전액정등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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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표시장치(10)에 있어서, 예컨대 위상차판(12)으로서 편광판(11)의 편광축에 대해 우회전으로 45°의 각도로 교
차하는 지상축을 갖춘 λ/4 위상차판을 이용하고, 좌비틀림의 코레스테릭액정으로 이루어진 선택반사층(18)을 이용한 
경우, 편광판(11)을 통해 위상차판(12)에 도달한 직선편광은 우원편광으로 변환되어 출력된다.

도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TN 액정층(15)에 전원(20)으로부터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오프상태(Voff), 정확하게는 
액정의 임계치 이하의 제1전압 인가상태(영전압을 포함)에 있어서, TN 액정층(15)은 상측의 기판(13)으로부터 하측
의 기판(14)을 향해서 90°비틀린 나선구조를 나타내고, 액정분자는 기판에 평행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위상차판(12)을 통해 TN 액정층(15)에 입사된 우원편광은 TN 액정층(15)에서 위상이 λ/2 지연되는 
것에 의해 좌원편광으로 변환되어 선택반사층(18)에 도달한다. 그리고, 선택반사층(18)에 도달한 좌원편광은 상기한 
바와 같이 선택반사층(18)에 의해 전반사된다.

반사된 좌원편광은 다시 TN 액정층(15)에 입사되고, 여기서 다시 위상이 λ/2 지연되는 것에 의해 우원편광으로 변환
되어 출력된다. 이 우원편광이 다시 위상차판(12)을 통과하는 것에 의해 편광판(11)의 편광축에 따른 직선편광으로 
되고, 편광판(11)을 통과하여 출력되어, 밝은 상태의 표시가 얻어진다.

또한, 도 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TN 액정층(15)에 포화레벨 이상의 제2전압이 인가되어, TN 액정층(15)이 ON상태
(Von)로 되면, TN 액정은 나선구조가 해제되어 액정분자(19)가 기판(13,14)에 수직으로 배열되어 입사광을 위상변
조하지 않는 상태로 된다.

이 상태에 있어서, 관찰면으로부터의 입사광(Lf)은 편광판(11) 및 위상차판(12)을 매개로 우회전의 원편광으로서 T
N 액정층(15)에 입사하지만, TN 액정층(15)에서는 위상변조 되지 않고, 우회전의 원편광 그대로 선택반사층(18)에 
도달한다. 이 우회전의 원편광은 표시소자의 배면을 향해서 투과하여 간다. 그 결과, 관찰면에는 광은 돌아가지 않고 어
두운 상태의 표시가 얻어진다.

다음에, 선택반사층(18)의 배면측에 설치된 배면광원(21)을 작동시킨 경우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도 4a에 나타낸 Voff 상태에 있어서, 배면광원(21)으로부터 출력되어 선택반사층(18)에 배면으로부터 입사되는 광원
광(Lb)중 편광판(11)측으로부터 보아 좌회전의 원편광은 선택반사층(18)을 통과하고, 우회전의 원편광은 반사된다. 
그리고, 선택반사층(18)을 통과한 광은 TN 액정층(15)에 의해 λ/2 위상변조되어 우회전의 원편광으로 변조된다. 이 
원편광이 λ/4 위상차판(12)을 통과하는 것에 의해 편광판(11)의 편광축에 따른 직선편광으로 되고, 편광판(11)을 통
과하여 출력되어, 밝은 상태의 표시가 얻어진다.
    

한편, 도 4b에 나타낸 Von 상태에 있어서, 배면광원(21)으로부터 출력되어 선택반사층(18)에 배면으로부터 입사되는 
광원광(Lb)중 편광판(11)측으로부터 보아 좌회전의 원편광은 선택반사층(18)을 통과하고, TN 액정층(15)에 의한 
위상변조를 받지 않고서 그대로 출력된다. 그리고, 이 광이 위상차판(12)을 통과하는 것에 의해 편광판(11)의 편광축
과 직교하는 진동방향을 갖춘 직선편광으로 되어 편광판(11)에 의해 흡수된다. 그 결과, 어두운 상태의 표시가 얻어진
다.

    
TN 액정층(15)의 Voff 및 Von 상태에 있어서, 선택반사층(18)에 의해 반사된 우회전의 원편광은 다시 배면광원(21)
측으로 돌아가지만, 배면광원(21)의 배면에 장착된 산란반사층(23)에 도달하면, 그 편광성분이 분해되고, 우회전의 원
편광성분을 갖추도록 된다. 좌회전의 원편광성분은 선택반사층(18)을 투과하기 때문에, 산란반사층(23)과 선택반사층
(18) 사이에서 반사를 반복하는 동안에 이상적으로는 모든 반사광이 좌회전의 원편광으로 변환되고, 관찰면측을 향해
서 출력된다. 따라서, 산란반사층(23)의 흡수분에 의한 손실을 제외하면, 선상광원(24)으로부터의 광의 이용효율을 극
히 높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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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구성에 있어서, 위상차판(12)을 그 지상축이 편광판(11)의 편광축으로부터 좌회전으로 개략 45°의 각도
를 이루도록 배치한 경우, 선택반사층(18)을 구성하는 코레스테릭액정의 트위스트 방향을 우회전으로 하는 것에 의해 
상기와 동일한 동작을 달성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액정표시장치(10)에 의하면, 선택반사층(18)의 주면으로부터 입사되는 광에 대한 반사/투과 관계
와, 이면으로부터 입사되는 광에 대한 반사/투과 관계는 입사되는 원편광의 회전방향에 관해 동일한 관계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가변리터더가 입사광의 위상변조를 하는 OFF상태에서는 밝은 상태의 표시가 얻어지고, 액정층(15)이 위상
변조를 하지 않는 ON상태에서는 어두운 상태의 표시가 얻어진다. 따라서, 동일 구성의 표시소자에 의해 편광판(11)측
으로부터 입사하는 외광(Lb)을 이용한 반사형 표시와, 배면광원(21)의 광(Lb)을 이용한 투과형 표시가 가능하게 된다. 
동시에, 외광을 이용하는 경우 및, 배면광원(21)을 이용하는 경우의 어느 것에 있어서도 극히 광이용 효율이 높은 표시
를 얻을 수 있어, 밝은 표시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선택반사층(18)을 가변리터더인 TN 액정소자의 내부에 형성하는 것에 의해, 기판(14) 외면에 선택반사층을 배
치한 경우에 비해 기판(14)에 의한 시차는 없게 된다.

    
더욱이,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는 트위스티드 네마틱 액정소자를 가변리터더로서 이용하였지만, 입사광의 위상을 2분의 
1 어긋나게 하는가, 위상변조를 하지 않는가를 전계에 의해 제어할 수 있는 소자이면, 상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예컨대, 다른 실시예로서 종래 공지의 네마틱 액정을 기판의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향시킨 수평배향형 네마틱 액정
소자를 이용하여도 되고, 또는 네마틱액정을 기판의 방향으로 수직으로 배향시킨 수직배향형 네마틱액정소자를 이용하
여도 된다.
    

또한, 반강유전성 액정소자나 강유전성 액정소자등, 액정층에 입사한 편광의 위상을 우회전으로 4분의 1 파장 어긋나는
가, 좌회전으로 4분의 1 파장 어긋나는가를 전계에 의해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도 된다. 이 경우도 입사광의 위
상을 2분의 1 파장 어긋나는가, 위상변조하지 않는가를 전계에 의해 제어하는 경우면, 상대적으로 마찬가지의 효과가 
얻어진다.

예컨대, 가변리터더층으로서 기판에 수평배향시킨 네마틱액정을 이용하고, 액정층 평면방향으로 전계를 인가할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한 수평배향형 네마틱액정소자의 경우는 액정층은 액정재료의 굴절률 이방성(△n)과 액정층 두께(d)를 곱
한 △nd값이 대략 140nm로 되어 있다. 그 결과, 4분의 1 파장판으로서 기능한다.

이 액정층에 평행방향의 전계를 인가하는 것에 의해 액정분자가 액정층 막두께 전체로 평면방위를 90° 변화시키는 것
이 가능하도록 하면, 편광판의 편광축과 액정분자 배열방향과의 이루는 각도를 교차각 45°로 하는 것에 의해 관찰측으
로부터 입사된 광에 대해서는 액정층에 입사된 직선편광을 우회전 및 좌회전의 원편광으로서 출사시키는 것이 가능하
다.

따라서, 원편광을 선택적으로 반사하는 선택반사층(18)에 의해 입사광을 편광적으로 반사/투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기판(14)의 배면측으로부터 입사한 광에 대해서는 선택반사층(18)을 통과하여 얻어진 원편광을 극성이 완전히 
반대인 2종의 직선편광으로 편광적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여 기판의 상측으로부터 입사하는 광에 대
해서도 기판(14)의 하측으로부터 입사한 광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압상태에서 동일한 표시상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액정표시장치(10)에 이용되는 선택반사층(18)은 가시광영역에 있어서 전체의 파장의 광에 대해 상기한 기능, 작용을 
발휘하는 것이 무채색의 흑백표시나 색재현성이 우수한 칼라표시를 얻는데에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기 실시예와 같이 코레스테릭액정층에 의해 선택반사층(18)을 구성한 경우, 그 나선 피치(p)와 코레스테릭
액정 폴리머의 평균굴절율(n)을 곱한 np값이 가시광파장의 최단 파장으로부터 최장 파장까지를 망라하도록 나선 피치
가 층 두께 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나선구조로 하는 것에 의해 가시광영역의 전체 파장에 대응한 편광반사능
을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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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스테릭액정을 구성하는 봉상(棒狀)고분자는 나선구조를 갖추고, 나선축에 평행한 광이 입사된 경우, 나선 피치와 
동일한 광의 파장을 브래그(bragg) 반사한다. 즉, np값과 동일한 파장의 광을 중심파장으로 하여 굴절률 이방성(△n)
과 나선 피치(p)를 곱한 △np값과 동일한 밴드폭(파장의 범위)에 의해, 브래그반사를 얻는다.

또한, 상기 굴절률 이방성(△n)은 봉상의 액정고분자의 장축방향에 따른 굴절률과 단축방향에 따른 굴절률과의 차를 
나타내고, 또한 평균굴절율은 액정고분자의 장축방향에 따른 굴절률과, 단축방향에 따른 굴절률과의 2승합의 평방근에 
의해 구해진다.

그러나, 코레스테릭액정의 굴절률 이방성(△n)은 0∼0.3의 것 밖에 실존하지 않으면서 코레스테릭액정의 평균굴절율
(n)도 1.4∼1.6의 것 밖에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브래그반사의 중심파장을 가시광파장의 중심파장(약 550nm)
에 일치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코레스테릭액정의 나선 피치를 액정층의 두께 방향에 따라 변
화시키는 것이 가시광 파장영역 전역에 걸쳐 양호한 편광반사능을 얻기 위해 극히 유효하다.

이와 같은 나선 피치가 변화하는 코레스테릭액정층을 얻는데에는 피치가 다른 2종 이상의 코레스테릭액정 폴리머층을 
연속적으로 적층하거나, 코레스테릭액정재료를 기판에 도포해서 고화(固化)시키는 경우에, 도포 후의 막표면에 코레스
테릭액정의 나선 피치를 길게하는 첨가제, 예컨대 나선 피치가 무한대인 네마틱액정등을 코팅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는 가변리터더층에 인가되는 전압으로서 Von과 Voff의 중간 전압을 인가하는 것에 의해 중
간조(中間調) 표시를 시키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이상으로부터, 액정표시장치(10)를 외광을 이용해서 반사형 표시소자로서 동작시키는 경우, 또는 배면광원(21)을 이
용해서 투과형 표시소자로서 동작시키는 경우의 어느 경우에서도 높은 광이용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어레이기판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 TFT(31)는 게이트전극(33)이 반도체막(36) 아래에 배치
되는 바닥 게이트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경우, 어레이기판으로부터 TFT(31)를 향해 입사되는 외광은 게이트전극(3
3)에서 차단되어 반도체막(36)에는 입사되지 않는다. 그 결과, 액정표시장치(10)를 옥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외광에 
의해 발생하는 광누설전류에 의한 표시 콘트라스트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투명한 화소전극(16)의 경계부에는 신호선(32), 주사선(34), 보조용량선의 어느 것의 배선전극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
에, 배면광원(21)을 이용한 반투과형의 액정표시장치로서 사용하는 경우, 배면광원으로부터의 광의 누설을 방지하고, 
콘트라스트비를 저하시키는 것이 없다.

    
어레이기판과 대향기판을 접합시키기 위한 시일제는 대향기판의 선택반사층(18)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 도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반사층(18)의 위에서는 시일제의 부착성이 나쁘고, 1만 시간 이상의 장시간의 사용에 대해 
기판이 떨어지는 등의 신뢰성 문제를 초래하는 염려가 있다. 또한, 선택반사층(18)의 상에 시일제의 부착성이 양호한 
오버코팅제를 도포하여 두면, 상기 신뢰성 문제는 회피할 수 있다. 오버코팅제는, 예컨대 통상 칼라필터층에서 이용되
고 있는 아크릴수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상기한 액정표시장치(10)에 있어서, 유리기판(14)과 선택반사층(18) 사이에 설치된 코레스테릭액정층(60)은 
배면광원(21)의 대역필터로서 기능한다. 이 코레스테릭액정층(60)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즉, 코레스테릭액정층(60)은 코레스테릭액정의 나선 피치(p)와 코레스테릭액정 폴리머의 평균굴절율(n)과의 적(np)
이 칼라필터층(50)의 분광투과율특성의 피크 파장간의 파장광인 470∼510nm의 범위와, 560∼600nm의 범위를 망라
하도록 나선 피치가 액정층의 층두께 방향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나선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 때문에, 배면광원
(21)으로부터 출사된 광의 원편광성분 중, 470∼510nm의 범위와, 560∼600nm의 범위의 성분은 코레스테릭액정층
(60)에 의해 반사되어, 선택반사층(18)을 투과하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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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코레스테릭액정층(60)의 투과율 파장 분산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나선 피치의 비틀림방향은 선택반사층(18)의 
코레스테릭액정의 비틀림 피치와 동일 방향으로 하였다. 동일 방향의 경우, 선택반사층(18)과 연속하여 코레스테릭액
정층(60)을 형성하는 경우에 제조가 용이하게 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이 코레스테릭액정층(60)을 유리기판(14) 
내면에 형성하였지만, 유리기판(14)의 외면에 형성할 수도 있다.

배면광원(21)의 선상광원(24)으로서는 도 8과 같은 발광스펙트럼을 갖춘 주광색(晝光色) 형광등, 또는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은 적, 녹, 청의 3파장으로 발광스펙트럼 피크를 갖춘 3파장 형광등을 이용할 수 있다.

3파장관의 발광휘도의 분광특성은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440, 540, 620nm 근방의 피크뿐만 아
니라 470∼510nm, 560∼600nmm의 범위에서도 불필요한 피크를 갖추고 있다. 또한, 주광색 형광등은 이들의 범위의 
발광분이 더욱 크게 되어 있다. 그러나, 코레스테릭액정층(60)에 의해 470∼510nm, 560∼600nmm의 범위의 파장광
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어느 형광등도 사용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액정표시장치(10)를 어두운 장소에서 배면광원(21)을 점등시킨 상태에서 측정한 경우의 적, 
청, 녹의 색재현범위를 도 10에서 실선 A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비교를 위해 액정표시장치(10)로부터 코레스테릭액
정층 (60)을 취해 제거하면서 선상광원(24)을 주광색 형광등에서 3파장관으로 치환한 경우의 색재현범위를 도 10에
서 점선 B로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비교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액정표시장치(10)의 쪽이 색재현범
위가 넓고, 특히 적, 녹의 재현성이 좋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 코레스테릭액정층(60)은 550nm에서의 투과율을 1로 한 경우, 470∼510nm의 범위에서의 
최대 투과율은 0.06이고, 560∼600nm의 범위에서의 최대 투과율은 0.008 정도로 된다. 코레스테릭액정층(60)의 투
과율을 다양하게 시험한 결과, 이들의 최대 투과율이 대략 0.1 이하이면, 양호한 색재현성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는 코레스테릭액정층(60)의 액정분자의 비틀림 방향을 선택반사층(18)의 코레스테릭액정
의 비틀림 방향과 일치시키고 있지만, 서로 역방향으로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코레스테릭액정층(60)을 470∼
510nm의 범위에서 최대 투과율을 갖는 층과, 560∼600nmm의 범위에서 최대 투과율을 갖는 층을 갖추도록 나선 피치
의 다른 복수층을 불연속적으로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10)에 의하면, 외광을 이용하여 반사형의 표시소자로서 동작시키는 경우 
및, 배면광원을 이용하여 투과형의 표시소자로서 동작시키는 경우의 어느 것에 있어서도 색재현성을 지나치게 변화시키
지 않고 고휘도의 표시화면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 때문에, 반사표시시에 배면광원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투
과표시시에 배면광원의 휘도를 올릴 필요가 없게 되어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에 대해 설명한다.

도 11 및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2실시예에 의하면, 대향배치된 1쌍의 유리기판(13,14) 사이에 TN 액정층(15)
을 끼워유지하여 구성된 TN 액정소자는 대향기판이 전면측, 어레이기판이 배면측에 배치되어 있다. 즉, 대향기판을 구
성하는 유리기판(14)의 내면상에 제1칼라필터층(50) 및 대향전극(17)이 차례로 형성되고, 유리기판(14)의 외면상에 
위상차판(12) 및 편광판(11)이 차례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어레이기판을 구성하는 유리기판(13)의 내면상에 선택반사층(18) 및 화소전극(16)이 설치되고, 유리기판(13)
의 외면에 대향해서 배면광원(21)이 배치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한 제1실시예에 있어서 코레스테릭액정
층(60) 대신 밴드패스필터(70)가 설치되어 있다. 즉, 유리기판(13)과 선택반사층(18) 사이에 밴드패스필터(70)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밴드패스필터(70)상에는 신호선 및 주사선의 배선 및, TFT(31) 등이 설치되고, 화소전극(16)
에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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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른은 상기한 제1실시예와 동일하므로,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붙이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구성의 액정표시장치(10)를 구비한 액정표시장치에 의하면,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TN 액정층(15)에 전원(
20)으로부터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오프상태(Voff)에 있어서 TN 액정층(15)은 기판(13)으로부터 하측기판(14)을 
향해 90°비틀린 나선구조를 나타내고, 액정분자는 기판에 평행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편광판(11) 및 위상차판(12)을 통해 TN 액정층(15)에 입사된 외광(Lf)의 우원편광은 TN 액정층(15)
에서 위상이 λ/2 지연되는 것에 의해 좌원편광으로 변환되어 선택반사층(18)에 도달한다. 그리고, 선택반사층(18)에 
도달한 좌원편광은 선택반사층(18)에 의해 전반사되어 다시 TN 액정층(15)에 입사되고, 여기서 다시 위상이 λ/2 지
연되는 것에 의해 우원편광으로 변환되어 출력된다. 이 우원편광이 다시 위상차판(12)을 통과하는 것에 의해 편광판(
11)의 편광축에 따른 직선편광으로 되어 편광판(11)을 통과해서 출력되고, 밝은 상태의 표시가 얻어진다.
    

또한,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TN 액정층(15)에 포화 레벨 이상의 제2전압이 인가되어, TN 액정층이 ON상태(Vo
n)로 되면, TN 액정은 나선 구조가 해제되어 액정분자(19)가 기판(13,14)에 수직으로 배열되고, 입사광을 위상변조
하지 않은 상태로 된다.

이 상태에서 관찰면으로부터의 입사광(Lf)은 편광판(11) 및 위상차판(12)을 매개로 우회전의 원편광으로서 TN 액정
층(15)에 입사되지만, TN 액정층(15)에서는 위상변조되지 않고, 우회전의 원편광 그대로 선택반사층(18)에 도달한
다. 이 우회전의 원편광은 표시소자의 배면을 향해 투과하여 간다. 그 결과, 관찰면에는 광은 돌아가지 않고, 어두운 상
태의 표시가 얻어진다.

    
한편, 도 12에 나타낸 Voff상태에 있어서, 배면광원(12)으로부터 출력되는 선택반사층(18)에 배면측으로부터 입사되
는 광원광(Lb) 중, 편광판(11)측으로부터 보아 좌회전의 원편광은 선택반사층(18)을 통과하고, 우회전의 원편광은 반
사된다. 그리고, 선택반사층(18)을 통과한 광은 TN 액정층(15)에 의해 λ/2 위상변조되고, 우회전의 원편광으로 변환
된다. 이 원편광이 위상차판(12)을 통과하는 것에 의해 편광판(11)의 편광축에 따른 직선편광으로 되고, 편광판(11)
을 통과하여 출력되어 어두운 상태의 표시가 얻어진다.
    

도 13에 나타낸 Von 상태에 있어서, 배면광원(12)으로부터 출력되어 선택반사층(18)으로 입사되는 광원광(Lb) 중, 
편광판(11)측으로부터 보아 좌회전의 원편광은 선택반사층(18)을 통과하고, TN 액정층(15)에 의한 위상변조를 받지 
않고서 그대로 출력된다. 그리고, 이 광이 위상차판(12)을 통과하는 것에 의해 편광판(11)이 편광축과 직교하는 진동
방향을 갖춘 직선편광으로 되고, 편광판(11)에 의해 흡수된다. 그 결과, 어두운 상태의 표시가 얻어진다.

    
TN 액정층(15)의 Voff 및 Von 상태에 있어서, 선택반사층(18)에 의해 반사된 우회전의 원편광은 다시 배면광원(21)
측으로 돌아가지만, 배면광원(21)의 배면에 장착된 산란반사층(23)에 도달하면, 그 편광성분이 분해되고, 좌회전의 원
편광성분을 갖추도록 된다. 좌회전의 원편광성분은 선택반사층(18)을 투과하기 때문에, 산란반사층(23)과 선택반사층
(18) 사이에서 반사를 반복하는 중에, 이상적으로는 전체 반사광이 좌회전의 원편광으로 변환되어 관찰면측을 향해서 
출력된다.
    

다음에, 제1칼라필터층(50)에 대해 설명한다. 액정표시장치(10)가 반사형의 액정표시장치로서 기능하는 경우, 도 1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관찰측으로부터 입사된 외광(Lf)은 전면측의 유리기판(14)에 설치된 제1칼라필터층(50)을 2회 
투과하는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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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1칼라필터층(50)에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광이 칼라필터층을 2회 투과하는 것에 의해 원하는 색농도로 되는 
것과 같은 분광특성의 것을 이용하고 있다. 도 14는 제1칼라필터층(50)의 분광특성을 나타낸 것이고, 도 15는 광이 제
1칼라필터층(50)을 2회 투과한 경우의 분광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 15의 분광특성은 도 14에 나타낸 분광특성의 각 
파장에 있어서 투과율을 2승한 것으로 된다.

이들 도면으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칼라필터층(50)을 1회 투과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한 색농도가 얻
어지지 않고, 제1칼라필터층(50)을 2회 투과한 경우는 충분한 색농도가 얻어진다.

한편, 배면광원(21)을 이용해서 액정표시장치(10)를 투과형의 액정표시장치로서 기능시키는 경우, 도 11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배면광원(21)으로부터의 입사광(Lb)은 제1칼라필터층(50)을 1회 밖에 통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기한 바
와 같이 충분한 색농도가 얻어질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본 실시예에 의하면, 선택반사층(18)과 배면광원(21) 사이, 특히 선택반사층 아래에 밴드패스필터(70)를 배
치하고 있다. 이 밴드패스필터(70)는 색흡수필터에 의해 구성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1칼라필터층(50)과 마찬가지
로 아크릴수지등의 유기매체중에 안료를 분산시킨 제2칼라필터층(72)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제2칼라필터층(72)은 배면으로부터의 광이 제2칼라필터층(72), 제1칼라필터층(50)을 순차 투과한 경우에, 도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종래의 투과형용 칼라필터층과 동등의 분광특성이 얻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제2칼라필터층(7
2)의 분광특성은 종래의 투과형용 칼라필터층의 분광특성의 각 파장에 있어서의 투과율을 제1칼라필터층(50)의 분광
특성의 각 파장에 있어서의 투과율로 나눈 값으로 이루어진 분광특성으로 하면 된다.

    
도 17은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안료분산방식에 의한 제2칼라필터층(72)의 분광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
이, 투과형의 액정표시장치로서 기능하는 경우, 배면광원(21)으로부터 출사한 광(Lb)은 제2칼라필터층(72), 제1칼라
필터층(50)을 순차 투과하기 때문에, 표시화상의 색농도는 도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쌍방의 칼라필터층의 총합 분광
특성으로 된다. 따라서, 투과형의 액정표시장치로서 사용한 경우에도, 종래의 투과형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진한 색농도
의 화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배면광원(21)으로부터 출사된 광은 편광성분까지도 일치하고 있으면 전체 선택반사층(18)을 투과하기 때문
에, 선택반사층(18)이 차광층으로서 작용되지 않고, 광손실이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선택반사층(18) 자체가 편광자
(偏光子)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편광판을 1매 생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기한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 제2칼라필터층(72) 및 선택반사층(18)은 도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배면측의 
유리기판(13)의 외면에 설치하여도 되고, 이 경우에도 상기 제2실시예와 마찬가지의 효과는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경우 유리기판(13)의 두께에 의한 시차를 경감하기 위해서 제2칼라필터층(72)은 제1칼라필터층(50)에 대해 유리
기판(13)의 면방향으로 소정 거리 어긋나게 하여 배치하고, 투과형으로서 기능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한 패턴 배열로 
하면 된다. 더욱이, 선택반사층(18)을 필름형상으로 하여 독립하여 제작하고, 유리기판(13)에 부착하는 것에 의해 제
조를 간단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 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택반사층(18)으로서 코레스테릭액정 폴리머로 이루어진 선택반사층을 이용하고, 이 
선택반사층(18)을 제2칼라필터층(72)으로서 겸용하여도 된다. 구체적으로는, 코레스테릭액정 폴리머층내에 잉크등에 
이용하는 염료(RGB)를 첨가하면 된다. 여기서 이용한 코레스테릭액정 폴리머층은 나선 피치가 층내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자외영역의 광을 선택반사하는 피치의 코레스테릭액정 폴리머층, 예컨대 워커 케미칼 제
품인 코레스테릭LC실리콘과, 적외선 자외영역의 광을 선택반사하는 피치의 코레스테릭액정 폴리머층, 예컨대 워커 케
미칼 제품인 코레스테릭LC실리콘을 연속 형성함으로써 경계면의 인터액션효과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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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코레스테릭액정 폴리머층으로 이루어진 선택반사층(18)은 상기 제2실시예의 선택반사층과 마찬가지로 위에
서 입사된 광(Lf), 아래에서 입사된 광(Lb) 모두 좌우 원편광으로 분해하고, 투과, 반사한다. 따라서, TN 액정층(15)
을 λ/2 위상차로 하면, 위상차의 제어를 0∼λ/2로 하는 것에 의해 원편광의 위상을 0 내지 λ/2 어긋나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좌우의 원편광을 스위칭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제2칼라필터층(72)과, 코레스테릭액정 폴리머층으로 이
루어진 선택반사층(18)을 겸한 층으로 하는 것에 의해 액정표시장치 전체의 층수를 삭감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도 2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밴드패스필터(70)로서 간섭필터(74)를 이용하여도 된다. 이 간섭필터(74)로서는, 
예컨대 복수의 유전체를 교대로 적층한 것이 알려져 있고, 적층되는 유전체로서 CeO2 와 MgF2 의 조합이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유전체 다층막의 재료, 굴절률, 적층하는 층수를 적당하게 조정하는 것에 의해 원하는 투과율 특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도 21은 간섭필터(74)의 투과율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도 14에 나타낸 제1칼라필터층(50)의 분광특성과 비교하면, 
간섭필터(74)를 투과하는 광은 보다 협대역의 광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면광원(21)의 선상광원(24)이 제1실
시예와 마찬가지로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은 발광스펙트럼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광원광 중, 예컨대 제1칼라필터층
(50)의 G의 투과광의 아래쪽 부분 영역에 해당하는 파장광은 간섭필터(74)에 의해 커트되기 때문에, 적합한 색농도의 
화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도 18 내지 도 20에 나타낸 변형예에 있어서, 그 외 구성은 제2실시예와 동일한 바,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한 참
조부호를 붙이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제2실시예 및 각 변형예에 의하면, 외광을 이용하여 반사형의 액정표시장치로서 기능시키는 경우 
및, 배면광원을 이용하여 투과형의 액정표시장치로서 동작시키는 경우의 어느 것에 있어서도 밝게 색농도의 높은 표시
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a-Si TFT를 이용한 예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폴리실리콘 TFT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배면광원 및 외광을 반사하는 반사막을 구비하고, 반사형 및 투과형 칼라 액
정표시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반투과형 칼라 액정표시장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로 대향 배치되고, 각각의 내면에 액정구동전극이 설치된 전면기판 및 배면기판과;

상기 전면기판과 배면기판 사이에 끼워지지되고, 인가전압에 따라 입사광의 위상을 변조시키는 액정층;

상기 전면기판 및 배면기판의 한쪽의 기판의 외면에 순서대로 탑재된 위상차판 및 편광축을 갖춘 편광판;

다른쪽의 기판상에 형성된 반투과 반반사층;

상기 반투과 반반사층 보다도 상기 전면기판측에 배치된 칼라필터층;

상기 다른쪽의 기판의 배면측에 배치된 배면광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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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투과 반반사층과 상기 배면광원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칼라필터층의 분광투과율 특성의 인접하는 피크 파장간
의 파장광을 선택적으로 반사하는 코레스테릭액정층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차판이 상기 편광판의 전면측으로부터 보았을 때, 상기 편광판의 편광축에 대해 소정 방향으
로 개략 45°를 이룬 지상축을 갖추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반투과 반반사층은 입사광의 제1원편광성분을 반사하고, 상기 제1원편광성분과 역회전의 제2원
편광성분을 투과하는 선택반사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반사층은 코레스테릭액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반사층을 형성하고 있는 코레스테릭액정은 상기 편광축으로부터 상기 지상축으로의 회전방
향과 역방향의 비틀림 방향을 갖추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반사층을 형성하고 있는 코레스테릭액정 및, 상기 선택반사층과 상기 배면광원 사이에 배치
된 상기 코레스테릭액정층은 동일의 비틀림 방향을 갖추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반사층을 형성하고 있는 코레스테릭액정 및, 상기 선택반사층과 상기 배면광원 사이에 배치
된 상기 코레스테릭액정층은 서로 역방향의 비틀림 방향을 갖추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반사층을 형성하고 있는 코레스테릭액정층은 그 나선 피치와 평균굴절율의 적이 가시광 파장
에 상당하는 값의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도록 형성되고, 상기 선택반사층과 상기 배면광원 사이에 배치된 코레스
테릭액정층은 그 나선 피치와 평균굴절율의 적이 가시광 파장에 상당하는 값의 사이에서 비연속적으로 변화하도록 형
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차판 및 편광판은 상기 전면기판의 외면상에 설치되고, 상기 선택반사층은 상기 배면기판의 
내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0.

서로 대향 배치되고, 각각의 내면에 액정구동전극이 설치된 전면기판 및 배면기판과;

상기 전면기판과 배면기판 사이에 끼워지지되고, 인가전압에 따라 입사광의 위상을 변조시키는 액정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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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면기판 및 배면기판의 한쪽의 기판의 외면에 순서대로 탑재된 위상차판 및 편광축을 갖춘 편광판;

다른쪽의 기판상에 형성되고, 입사광의 제1원편광성분을 반사하여 상기 제1원편광성분과 역회전의 제2원편광성분을 
투과하는 선택반사층;

상기 선택반사층 보다도 상기 전면기판측에 배치된 제1칼라필터층;

상기 배면기판의 배면측에 배치된 배면광원 및;

상기 선택반사층 보다도 상기 배면광원측에 배치된 밴드패스필터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밴드패스필터는 상기 제1칼라필터층의 어느 것의 투과파장영역에 있어서 상기 제1칼라필터층 
보다도 협대역의 분광투과율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밴드패스필터는 각각 다른 분광투과율특성을 갖춘 복수의 색흡수 필터층이 규칙적으로 배열되
어 이루어진 제2칼라필터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밴드패스필터는 간섭필터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차판은 상기 편광판의 전면판으로부터 보았을 때 상기 편광판의 편광축에 대해 소정 방향으
로 개략 45°를 이룬 지상축을 갖추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반사층은 코레스테릭액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반사층을 형성하고 있는 코레스테릭액정은 상기 편광축으로부터 상기 지상축으로의 회전방
향과 역방향의 비틀림 방향을 갖추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칼라필터층은 상기 전면기판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8.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밴드패스필터는 상기 배면기판의 외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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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밴드패스필터는 상기 선택반사층의 아래에 적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20.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칼라필터층은 상기 선택반사층을 착색한 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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