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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고전압 보전율 및 매우 낮은 복굴절률을 갖는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를 위한 유전적으로 양성인 네마틱 액정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혼합물의 조성은 특허청구범위 제 1 항에 주어진 바와 같다. 상기 조성물은 반사성 디스플레이에

특히 적합하다. 또한 본 발명은 낮은 광학 지연을 갖는 특정 반사성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화학식 1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1개 이상의 화합물 5 내지 15%; 하기 화학식 2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2개 이상의

화합물 30 내지 40%; 하기 화학식 3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3개 이상의 화합물 25 내지 35%; 하기 화학식 4의 화합물로

부터 선택된 2개 이상의 화합물 10 내지 20%; 하기 화학식 5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3개의 화합물 8 내지 12%; 및 하기

화학식 6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2개 이상의 화합물 4 내지 8%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양성의 유전이방성을 갖는 네

마틱 액정 조성물:

화학식 1

화학식 2

화학식 3

화학식 4

화학식 5

화학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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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들에서,

R1은 탄소수 5 내지 7의 직쇄 알킬기를 나타내고;

R21은 탄소수 3 내지 7의 직쇄 알킬기를 나타내고;

R22는 탄소수 1 내지 3의 직쇄 알콕시기 또는 탄소수 2 또는 3의 1E-알케닐기를 나타내고;

R3은 탄소수 2 내지 5의 직쇄 알킬기를 나타내고;

R4는 탄소수 2 또는 3의 직쇄 알킬기 또는 탄소수 2 또는 3의 1E-알케닐기를 나타내고;

Z4는 -CH2CH2-기 또는 단일 결합을 나타내고;

R51은 탄소수 3 또는 4의 n-알킬이고;

R52는 탄소수 3 내지 5의 n-알킬을 나타내고;

R61은 탄소수 3의 n-알킬을 나타내고;

R62는 탄소수 3 또는 4의 n-알킬을 나타낸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화학식 1의 화합물 1개; 하기 화학식 2a의 화합물 1개 및 하기 화학식 2b의 화합물 1개; 화학식 3의 화합물 3개; 하기 화

학식 4a의 화합물 1개 및 하기 화학식 4b의 화합물 1개; 화학식 5의 화합물 3개; 및 화학식 6의 화합물 2개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네마틱 액정 조성물:

화학식 2a

화학식 2b

화학식 4a

등록특허 10-0679790

- 3 -



화학식 4b

상기 식들에서,

R11′은 탄소수 3 내지 5의 직쇄 알킬을 나타내고, R12′는 H 또는 CH3를 나타내고;

R11″은 탄소수 3 내지 5의 직쇄 알킬을 나타내고, R12″는 탄소수 1 또는 2의 직쇄 알킬을 나타내고;

R41은 탄소수 2 내지 5의 n-알킬 또는 탄소수 2 또는 3의 1E-알케닐을 나타내고;

R42는 탄소수 2 또는 3의 n-알킬을 나타낸다.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액정 조성물을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가 반사 모드로 작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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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R1이 n-헵틸인 네마틱 액정 조성물.

청구항 11.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R11'의 탄소수가 5인 네마틱 액정 조성물.

청구항 12.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R12'가 H인 네마틱 액정 조성물.

청구항 1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R11"의 탄소수가 5인 네마틱 액정 조성물.

청구항 1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R12"의 탄소수가 1인 네마틱 액정 조성물.

청구항 15.

제 2 항에 있어서,

R3이 에틸, n-프로필 또는 n-펜틸인 네마틱 액정 조성물.

청구항 16.

제 2 항에 있어서,

R41이 탄소수 2 또는 3의 1E-알케닐인 네마틱 액정 조성물.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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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R42의 탄소수가 3인 네마틱 액정 조성물.

청구항 18.

하기 화학식 1의 화합물액로부터 선택된 1개 이상의 화합물 5 내지 15%; 하기 화학식 2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2개 이상

의 화합물 30 내지 40%; 하기 화학식 3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3개 이상의 화합물 25 내지 35%; 하기 화학식 4의 화합물

로부터 선택된 2개 이상의 화합물 10 내지 20%; 하기 화학식 5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3개의 화합물 8 내지 12%; 및 하기

화학식 6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2개 이상의 화합물 4 내지 8%를 포함하는 양성의 유전이방성을 갖는 네마틱 액정 조성

물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화학식 1

화학식 2

화학식 3

화학식 4

화학식 5

화학식 6

상기 식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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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은 탄소수 5 내지 7의 직쇄 알킬기를 나타내고;

R21은 탄소수 3 내지 7의 직쇄 알킬기를 나타내고;

R22는 탄소수 1 내지 3의 직쇄 알콕시기 또는 탄소수 2 또는 3의 1E-알케닐기를 나타내고;

R3은 탄소수 2 내지 5의 직쇄 알킬기를 나타내고;

R4는 탄소수 2 또는 3의 직쇄 알킬기 또는 탄소수 2 또는 3의 1E-알케닐기를 나타내고;

Z4는 -CH2CH2-기 또는 단일 결합을 나타내고;

R51은 탄소수 3 또는 4의 n-알킬이고;

R52는 탄소수 3 내지 5의 n-알킬을 나타내고;

R61은 탄소수 3의 n-알킬을 나타내고;

R62는 탄소수 3 또는 4의 n-알킬을 나타낸다.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네마틱 액정 조성물이 화학식 1의 화합물 1개; 하기 화학식 2a의 화합물 1개 및 하기 화학식 2b의 화합물 1개; 화학

식 3의 화합물 3개; 하기 화학식 4a의 화합물 1개 및 하기 화학식 4b의 화합물 1개; 화학식 5의 화합물 3개; 및 화학식 6의

화합물 2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화학식 2a

화학식 2b

화학식 4a

화학식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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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들에서,

R11′은 탄소수 3 내지 5의 직쇄 알킬을 나타내고, R12′는 H 또는 CH3를 나타내고;

R11″은 탄소수 3 내지 5의 직쇄 알킬을 나타내고, R12″는 탄소수 1 또는 2의 직쇄 알킬을 나타내고;

R41은 탄소수 2 내지 5의 n-알킬 또는 탄소수 2 또는 3의 1E-알케닐을 나타내고;

R42는 탄소수 2 또는 3의 n-알킬을 나타낸다.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R1이 n-헵틸인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R11'의 탄소수가 5인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R12'가 H인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R11"의 탄소수가 5인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24.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R12"의 탄소수가 1인 액정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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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 19 항에 있어서,

R3이 에틸, n-프로필 또는 n-펜틸인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26.

제 19 항에 있어서,

R41이 탄소수 2 또는 3의 1E-알케닐인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27.

제 19 항에 있어서,

R42의 탄소수가 3인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28.

하기 화학식 1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1개 이상의 화합물 5 내지 15%; 하기 화학식 2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2개 이상의

화합물 30 내지 40%; 하기 화학식 3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3개 이상의 화합물 25 내지 35%; 하기 화학식 4의 화합물로

부터 선택된 2개 이상의 화합물 10 내지 20%; 하기 화학식 5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3개의 화합물 8 내지 12%; 및 하기

화학식 6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2개 이상의 화합물 4 내지 8%를 포함하는 양성의 유전이방성을 갖는 네마틱 액정 조성

물을 함유하는, 반사 모드로 작동가능한 액정 디스플레이:

화학식 1

화학식 2

화학식 3

화학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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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5

화학식 6

상기 식들에서,

R1은 탄소수 5 내지 7의 직쇄 알킬기를 나타내고;

R21은 탄소수 3 내지 7의 직쇄 알킬기를 나타내고;

R22는 탄소수 1 내지 3의 직쇄 알콕시기 또는 탄소수 2 또는 3의 1E-알케닐기를 나타내고;

R3은 탄소수 2 내지 5의 직쇄 알킬기를 나타내고;

R4는 탄소수 2 또는 3의 직쇄 알킬기 또는 탄소수 2 또는 3의 1E-알케닐기를 나타내고;

Z4는 -CH2CH2-기 또는 단일 결합을 나타내고;

R51은 탄소수 3 또는 4의 n-알킬이고;

R52는 탄소수 3 내지 5의 n-알킬을 나타내고;

R61은 탄소수 3의 n-알킬을 나타내고;

R62는 탄소수 3 또는 4의 n-알킬을 나타낸다.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네마틱 액정 조성물이 화학식 1의 화합물 1개; 하기 화학식 2a의 화합물 1개 및 하기 화학식 2b의 화합물 1개; 화학

식 3의 화합물 3개; 하기 화학식 4a의 화합물 1개 및 하기 화학식 4b의 화합물 1개; 화학식 5의 화합물 3개; 및 화학식 6의

화합물 2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화학식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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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2b

화학식 4a

화학식 4b

상기 식들에서,

R11′은 탄소수 3 내지 5의 직쇄 알킬을 나타내고, R12′는 H 또는 CH3를 나타내고;

R11″은 탄소수 3 내지 5의 직쇄 알킬을 나타내고, R12″는 탄소수 1 또는 2의 직쇄 알킬을 나타내고;

R41은 탄소수 2 내지 5의 n-알킬 또는 탄소수 2 또는 3의 1E-알케닐을 나타내고;

R42는 탄소수 2 또는 3의 n-알킬을 나타낸다.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R1이 n-헵틸인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31.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R11'의 탄소수가 5인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32.

제 2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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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12'가 H인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33.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R11"의 탄소수가 5인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34.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R12"의 탄소수가 1인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35.

제 29 항에 있어서,

R3이 에틸, n-프로필 또는 n-펜틸인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36.

제 29 항에 있어서,

R41이 탄소수 2 또는 3의 1E-알케닐인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37.

제 29 항에 있어서,

R42의 탄소수가 3인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38.

제 28 항 또는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가 반사성 액정 디스플레이이고, 액정이 유사방향으로(homeotropically) 배향되고, 꼬임각이 40 °내지

90°이고, 액정층의 광학 지연(d·Δn)이 170nm 내지 290nm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39.

제 28 항 또는 제 2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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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층이 2.5㎛ 이상의 두께 d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40.

제 28 항 또는 제 29 항에 있어서,

액정의 복굴절률이 0.06 내지 0.116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41.

제 28 항 또는 제 29 항에 있어서,

액정의 네마틱상 범위가 -20℃이상 내지 80℃임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양성의 유전이방성, 고전압 보전율 및 매우 낮은 복굴절률의 네마틱 액정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능동 매

트릭스 적용에 적합하고 특히 반사성 디스플레이에 적합하다. 본 발명은 또한 액정 혼합물을 포함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및

낮은 광학 지연과 개선된 특성을 갖는 반사성 액정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이다.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Active Matrix Display; AMD)는 고 정보량을 갖는 디스플레이에 매우 유용하다. 상기 디스플

레이는 소형의 휴대용 TV 세트의 스크린 및 소형의 랩탑 컴퓨터(claptop computer)용 모니터로 널리 쓰인다. 심지어 최

근에는 상기 디스플레이가 보다 많은 광학 성능을 요구하는 데스크탑 모니터 도메인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AMD가 거의

모든 LCD의 주요한 특징인, 정보를 표시하는데 매우 적은 전력만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동성 디스플레이에서의 AMD

의 사용은 다소 제한적이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본래 수동적인(발광하지 않는) LCD가 좀더 전력 소비적인 배경조명을

갖도록 설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휴대용 TV 또는 랩탑 컴퓨터의 능동 작동 시간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그리

고, 특히 대부분의 배터리로 구동되는 기기에 대한 AMD의 고 정보량 LCD의 도입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우수한 광학 성능을 갖는 반사 모드 AMD에 대한 상당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AMD내의 적용을 위한 액정 혼합

물은, 예를 들면 유럽 특허 제 0 365 962 호, 제 0 406 468 호, 제 0 473 821 호, 제 0 502 406 호, 독일 특허 제 4 426

904 호, 제 4 426 905 호 및 유럽 특허 제 0 770 117 호에 공지되어 있다.

종래 기술, 특히 상기 언급된 문헌에 개시된 혼합물은 적합한 또는 심지어는 우수한 전압 보전율로 이미 특징지어 졌지만,

이들은 일반적으로 반사 모드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너무 높은 복굴절률(Δn)을 갖게 된다. 이들은 단지 유럽 특허 제 0

770 147 호와 같이 투사성 LCD 에 관한 특허출원의 경우에만 유지되는것이 아니라, 공지된 액정 혼합물에서도 매우 일반

적으로 적용된다.

심지어는 종래 기술의 혼합물 개념에서 조차도, 액정 혼합물의 복굴절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들은 특징적인 전압의 증가 및/또는 특히 낮은 온도에서 네마틱상의 안정성 감소라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용인

할 수 없는 부작용을 동반한다.

더욱이, 반사성 AMD를 위한 액정 혼합물은 바람직하게는 적합한 유전특성들, 예를 들면 5 이상, 바람직하게는 13 미만의

Δε(20℃, 1KHz에서) 및 7 이하의 (20℃, 1KHz에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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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압 보전율이 높고, 복굴절률이 낮은 능동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 사용하기 위한 유전적으로 양성인 네마틱 액

정 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액정 혼합물은, 예를 들면 독일 특허 제 3022818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제 1 의 최소" TN-모드에서 작동하는

능동 매트릭스 지정된 LCD에 특히 적합하다.

놀랍게도, 상기 기술적 과제는 하기 화학식 1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1개 이상의 화합물 5 내지 15%; 하기 화학식 2의 화

합물로부터 선택된 2개 이상의 화합물 30 내지 40%; 하기 화학식 3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3개 이상의 화합물 25 내지

35%; 하기 화학식 4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2개 이상의 화합물 10 내지 20%; 하기 화학식 5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3개

의 화합물; 및 하기 화학식 6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2개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액정 혼합물을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학식 1

상기 식에서,

R1은 탄소수 5 내지 7의 직쇄 알킬기를 나타낸다.

화학식 2

상기 식에서,

R21은 탄소수 3 내지 7의 직쇄 알킬기를 나타내고;

R22는 탄소수 1 내지 3의 직쇄 알콕시기 또는 탄소수 2 또는 3의 1E-알케닐기를 나타낸다.

화학식 3

상기 식에서,

R3은 탄소수 2 내지 5의 직쇄 알킬기를 나타낸다.

화학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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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R4는 탄소수 2 또는 3의 직쇄 알킬기 또는 탄소수 2 또는 3의 1E-알케닐기를 나타내며, Z4는 -CH2CH2- 기 또는 단일 결

합을 나타낸다.

화학식 5

상기 식에서,

R51은 탄소수 3 또는 4의 n-알킬이고;

R52는 탄소수 3 내지 5의 n-알킬이다.

화학식 6

상기 식에서,

R61은 탄소수 3의 n-알킬을 나타내고;

R62는 탄소수 3 또는 4의 n-알킬을 나타낸다.

바람직하게는, 액정 혼합물은 화학식 1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1개의 화합물로서, 바람직하게는 R1이 n-헵틸인 화합물 1

개; 하기 화학식 2a의 화합물 1개 및 하기 화학식 2b의 화합물 1개; 화학식 3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화합물로서, R3이 에

틸인 화합물 1개; 화학식 3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화합물로서, R3이 n-프로필인 화합물 1개 및 화학식 3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화합물로서, R3이 n-펜틸인 화합물 1개; 하기 화학식 4a의 화합물 1개 및 하기 화학식 4b의 화합물 1개; 화학식 5

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화합물 3개 및 화학식 6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화합물 2개를 함유한다:

화학식 2a

상기 식에서,

R11′은 탄소수 3 내지 5, 바람직하게는 5의 직쇄 알킬을 나타내고;

R12′는 H 또는 CH3, 바람직하게는 H를 나타낸다.

화학식 2b

상기 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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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은 탄소수 3 내지 5, 바람직하게는 5의 직쇄 알킬을 나타내고, R12″는 탄소수 1 또는 2, 바람직하게는 1의 직쇄 알킬을

나타낸다.

화학식 4a

상기 식에서,

R41은 탄소수 2 내지 5의 n-알킬 또는 바람직하게는 탄소수 2 또는 3, 바람직하게는 2의 1E-알케닐을 나타낸다.

화학식 4b

상기 식에서,

R42는 탄소수 2 또는 3, 바람직하게는 3의 n-알킬을 나타낸다.

화학식 1 내지 6의 화합물 및 화학식 2a, 2b, 4a 및 4b의 화합물의 바람직한 농도 범위는 하기 표1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1]

화학식 농도(%)

1 6 내지 12

2 31 내지 35

3 28 내지 33

4 12 내지 16

5 8 내지 12

6 4 내지 8

2a 15 내지 20

2b 14 내지 18

4a 8 내지 10

4b 5 내지 8

본 발명의 혼합물은 -30℃ 이상 내지 85℃, 바람직하게는 -20℃ 이상 내지 80℃ 의 네마틱상 범위를 갖는다.

본 발명에 따른 액정 조성물은 당업자에게 공지된 적합한 첨가제, 예를 들면 키랄 도판트(chiral dopant) 및 염료를 함유할

수 있다. 이 첨가제들의 바람직한 농도는 화합물당 0 내지 3%,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 이고, 다른 성분들의 농도는 모

든 첨가제의 총량의 0 내지 10%,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3% 이다.

액정 혼합물의 다른 성분들의 농도가 특정되면, 첨가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혼합물에 사용된 화합물 및 이들의 제조방법은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거나, 공지 화합물과 유사하게 제조된다.

화학식 1 내지 5 의 화합물은 특히 유럽 특허 제 0 003 215 호, 제 0 014 840 호, 제 0 087 032 호, 제 0 122 389 호, 제 0

125 563 호, 제 0 132 553 호 및 제 0 441 932 호에 공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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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언급되지 않는한 본원에서 언급된 물성은 모두 20℃의 온도에서의 물성이거나 상기 온도에서 결정되며, 농도는 모두

질량%로 주어진다.

액정 및 디스플레이의 물성은, 달리 언급되지 않으면, 1997년 11월에 더블유. 벡커(W. Becker)에 의해 편집된 문헌

["Merck Liquid Crystals, Physical Properties of Liquid Crystals, Description of the Measurement Methods"]에 개

시된 바대로 측정되었다.

특징적인 광학적 특성은 메르크 케이지에이에이(Merck KGaA)에 의해서 제조된 TN 시험 셀내에서 결정하였으나, 인접

기판의 마찰 방향에 수직 횡방향으로 편광된 시판 셀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험 셀은 일본의 재팬 신쎄틱 러버 캄파니

(Japan Synthetic Rubber Co.)의 AL-1051의 배향층을 갖는다. 10%, 50% 및 90%의 상대 수축율에 대한 특징적인 전압

수치는 광원으로서 헬륨-네온(He-Ne)층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낮은 온도에서의 저장 시험은 전기광학적 조사에서 사용된 바대로 전기광학적 조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유형의 밀봉된

시험 셀내에서 수행하였다. 시험 셀에는 횡방향으로 편광된 접착제가 제공되었다. 5개의 시험 셀을 몇몇 고정된 온도 (-

20℃, -30℃ 및 선택적으로 -40℃)에서 평행하게 관찰했다. 저장 시간은, 주어진 온도에서 저장후 육안 관찰에 의해 5개

의 시험 셀중 어느것도 결함을 보이지 않는 시간으로 하였다.

다르게는, 액정 혼합물을 각각 세개의 분리된 병에 보관했다. 액정 혼합물의 양은 3cm3 병에 각각 1g 이었다. 육안으로 조

사하여 평가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통상적인 방법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더 낮은 농도로 사용된 성분의 바람직한 양은

주 구성성분을 구성하는 성분내에 용해된다. 다르게는, 주위온도에서 고형인 성분을 주위온도에서 액상 또는 액정성인 성

분에 용해한다. 바람직하게는, 혼합을 촉진하기 위해 성분들을 가열한다. 온도가 완전한 혼합물 또는 주 구성성분의 등명

점 이상으로 상승하면, 용해 공정의 종료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는 반사성 디스플레이의 개선된 유형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디스플레이의 개선된 유형을 도 1 및

도 2를 참고로 예시한다.

유리 등으로 만들어진 절연 기판(31)상에, 크롬, 탄탈 등으로 만들어진 복수의 게이트 버스 와이어링(gate bus wiring)

(32)을 서로 평행하게 배치하고, 게이트 전극(33)을 게이트 버스 와이어링(32)으로부터 분지한다. 게이트 버스 와이어링

(32)은 주사선으로 작용한다.

게이트 전극(33)을 피복하여, 질화 규소(SiNx), 산화 규소(SiOx) 등으로 만들어진 게이트 절연 필름(34) 등을 기판(31)의

전체 표면위에 형성한다. 게이트 전극(33)위의 게이트 절연 필름(34)상에 무정형 실리콘(a-Si), 다결정 실리콘(p-Si),

CdSe 등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층(35)을 형성한다. 반도체층(35)의 양 말단에, a-Si 등으로 만들어진 접촉전극(41)(바람직

하게는, 반도체층(35)과 같은 물질임)을 형성한다. 하나의 접촉전극(41)위에 티탄, 몰리브덴, 알루미늄 등으로 만들어진

소스(source) 전극(36)이 중첩되고, 다른 하나의 접촉전극(41)위에는 티탄, 몰리브덴, 알루미늄 등으로 만들어진 드레인

(drain) 전극(37)이 중첩된다. 바람직하게는 드레인 전극(37)의 물질이 소스 전극(36)의 물질과 같다.

도 2에서 도시된 바대로, 게이트 절연 필름(34)(도 1 참조)을 가로지르는 게이트 버스 와이어링(32)을 횡단하는 소스 버스

와이어링(39)은 소스 전극(36)과 연결된다. 소스 버스 와이어링(39)은 신호선으로서 작용한다. 소스 버스 와이어링(39)은

또한 바람직하게는 소스 전극(36)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진다. 게이트 전극(33), 게이트 절연 필름(34)(도 1), 반도체층

(35), 소스 전극(36), 및 드레인 전극(37)은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TFT) 40을 포함하고, 이러한 TFT

40은 비-선형 전기적 스위칭 요소의 기능을 갖는다.

유기성 절연 필름(42)은 기판(31)의 전체 표면위에 형성되며, 게이트 버스 와이어링(32), 소스 버스 와이어링(39) 및 TFT

(40)를 피복한다. 유기성 절연 필름(42)상에 반사 전극을 형성하는 영역내에, 원형 말단을 갖는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의 높

이 H의 범프(bump)(42a)가 형성되고, 접촉정공(43)이 드레인 전극(37)의 일부에서 형성된다. 유기성 절연 필름(42)의 형

성 방법에 관련하여, 그안에 접촉정공(43)을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처리 문제점 및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30)를 형성할 때

셀 두께의 변동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범프(42a)의 높이 H를 1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프(42a)를 형성한 유기

성 절연 필름(42)의 영역상에, 알루미늄, 은 등으로 이루어진 반사 전극(38)이 형성되고, 반사 전극(38)은 드레인 전극(37)

과 함께 접촉정공(43)내로 연결된다. 또한 그 위에 배향 필름(44)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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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45)위에 칼라 필터(46)를 형성한다. 적색, 청색 또는 녹색 필터(46a)를 각 칼라 필터(46)의 기판(31)상의 반사 전극

(38)을 마주보는 위치에 형성하고, 흑색 필터(46b)를 반사 전극(38)을 마주보지 않는 위치에 형성한다. 칼라 필터(46)의

전체 표면상에, ITO(인듐 주석 산화물)로 만들어진 투명 전극(47) 등을 형성하고, 배향 필름(48)을 그 위에 형성한다.

두 기판(31, 45)을 면 대 면으로 접착하여 반사 전극(38) 및 필터(46a)가 서로 일치하도록 하고, 액정을 그 사이에 주입하

고, 액정층(49)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지연제 및 편광제(도면에서 도시되지 않음)를 기판(45)(액정층의 대향면상)의 외부면에 상기 순서로 배치한

다. 반사성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30)를 완성한다.

본 출원인은 가시광 파장 띠 내에서 충분한 휘도를 제공함과 동시에 착색되지 않고 백색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디스플

레이 변수의 범위를 알아냈다.

즉, 액정층(49)의 꼬임각이 40°이상, 90°이하이다.

더욱이, 액정층(49)의 지연을 170nm 이상, 290nm 이하로 설계함으로써, 본 출원인은 더 우수한 품질의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36% 이상의 휘도를 얻을 수 있다. CIE 1931 색도에 의한 정의에 따라 착색되지 않고, 콘트라스트 비

가 12 이상으로서 색 반사성 액정 디스플레이에 충분하다.

제품 수득의 관점에서, 액정층의 셀 간격은 2.5㎛ 이상, 바람직하게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셀 간격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셀 간격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지거나 상부 및 하부 전극(48, 38) 사이에 누전이 일

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출원인은 액정층의 최적 지연의 범위를 만족시키기 위해 액정 성분의 Δn이 0.116 이하, 바

람직하게는 0.096 이하라는것을 알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Δn이 감소하면 네마틱상의 온도범위가 감소된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20℃ 내지 80℃ 사이에서 네마틱상을 보이는 액정 성분의 Δn은 0.060 이상이다.

상기 언급된 이유로, Δn의 최적 범위는 0.060 이상 내지 0.116 이하, 바람직하게는 0.060 이상 내지 0.096 이하이다.

본 발명은 또한 전체 화소내의 모든 반사성 영역뿐 아니라 하나의 화소내의 전도성 영역이외에 반사성 영역의 일부분을 가

지는 반사성 액정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이다.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전혀 제한하지 않고 단지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실시예

하기 표 2는 본원에 기재된 화합물의 구조와 사용된 약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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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하기 표 3에 주어진 조성 및 특성을 갖는 액정 혼합물 1을 제조하였다.

[표 3]

조성

화합물(약어) 농도(%)

PCH-7F 8.0

CC-5-V 17.0

CCH-501 16.0

CCP-2F.F.F 10.0

CCP-3F.F.F 14.0

CCP-5F.F.F 6.0

CCG-V-F 9.0

ECCP-3F.F 6.0

CH-33 3.0

CH-35 2.0

CH-43 3.0

CCPC-33 3.0

CCPC-34 3.0

Σ 100.0

특성

T(N,I) 85℃

T(S,N) -30℃미만

Δn(589nm, 20℃) 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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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589nm, 20℃) 1.4776

TN 꼬임각 90℃

d·Δn 0.55㎛

V10(0°, 20℃) 2.04 V

V50(0°, 20℃) 2.50 V

V90(0°, 20℃) 3.12 V

능동 매트릭스 지정된 반사성 액정 디스플레이는 콜레스테릴노나노에이트 (CN)로 도핑된 혼합물 1을 사용하여 구현하였

다.

발명의 효과

상기 디스플레이는 우수하고 반사성 작동으로 독립적으로 상반된 근접한 시인각을 특징으로 하였다. 반응시간은 우수하였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양태로서 반사성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의 횡단면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기판(31)의 평면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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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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