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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액정표시소자 및 그 구동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소자의 평면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소자의 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소자의 구동파형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의한 전계강도분포를 도시한 액정패널의 단면도

제5도와 제6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소자의 구동파형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소자의 구동회로를 도시한 블록도

제8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소자의 평면도와 구동회로의 블록도로 구성된 회로도

제9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소자의 구동파형도

제10도와 제11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소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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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도는 특성측정시에 인가되는 전압의 파형도

제13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소자의  입력데이타와  휘도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는 그래프

제14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의한 액정표시소자의 특성을 도시한 그래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70 : 액정패널                                         2, 71 : 상부기판

3, 72 : 하부기판                                        4 : 신호전극 

5, 51, 5r : 주사전극                                   6 : 배향막 

10 : 주사전극구동회로(SCAN-DC)           11 : 신호전극구동회로(SIG-DC)

12 : 베이스신호발생회로(BSG  C)              20, 37, 39, 80 : 리세트기간 

38, 84, 85 : 선택기간          

52∼57 : 주사선구동회로(SCAN LDC)

58 : 베이스클록발생회로(BCGC)                59 : 주파수 분할기(FDIV) 

60, 75 : 베이스펄스전압발생회로(BPGC)   

61, 78 : 표시 메모리(DMEM)                    51, 62 : 선택회로(SELC)                

63∼68, 74a∼74ι: 신호선구동회로(SIG LDC)

73a, 73b : 라인메모리                               76 : 피일드 카운트 회로(FCC) 

77 : 주사회로(SC)                                    81 : 제1피일드     

82 : 제 2피일드                                         83 : 제 3피일드      

90 : 리세트펄스                                         91 : 테스트펄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강유전성  액정층을  가지는  액정표시소자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화소간의  좁은  갭과 화소
피치로 이루어진 미세한 패턴을 가진 액정표시소자와 그 구동방법에 관한 것이다.

강유전성  액정은,  박막셀이  μsec  오더의  응답시간동안  자발적인  분극을  행하여  메모리기능을  가진 
신규한  액정소자로서  주목받고  있다.  종래의  강유전성  액정표시소자는  유리에  형성된  줄무늬형상의 
투명전극의  패턴과  전극패턴상에  형성된  두개의  배향막을  각각  가지는  두기판  사이에  강유전성 액정
이  샌드위치된  구성을  가진다.  이  기판은  전극패턴이  서로  수직으로  되도록  배치된다.  배향막은 러
빙된  고중합체이거나  경시중착한  SiO등의  무기질막이다.  전형적인  강유전성  액정으로서  키털스매틱 
C상(Chiral  Smectic  C  Phase)은  막구조를  가진다.  액정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분자는  막에  대해 법
선방향으로  나선구조를  취한다.  그러나  액정층이  얇은  경우에는,  나선은  느슨해지며,  분자가 기판면
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한폭방향으로  균일하게  안정된다.  외부전계에  의해  상기한  상태사이의  절환이 
허용되고, 이 절환에 의해 급준한 드레숄드의 특성을 나타낼때 매트릭스구동이 실현가능하다.

안정상태로서,  자발분극이  전계방향으로  균일하게  배향되는  두종류의  균일상태가  있고,  안정상태 이
외의  상태로서,  자발분극의  방향이  대향면에서  대향하고  이  대향면사이에  액정분자의  비틀림구조를 
가진  비틀림상태가  있다.  균일한  상태에서는,  액정분자는  기판면과  거의  평행하며  전계방향에 따라
서  법선에서  액정층까지의  경사각의  2배  만큼  상이한  방향으로  배향된다.  서로  수직으로  배치되고 
또한  두종류의  균일상태중  어느  한  종류의  상태의  분자방향으로  편광축을  배치한  두개의 편광판사이
에  셀을  샌드위치하므로써  균일상에  사이에서  명암등의  두종류의  표시상태를  형성한다. 비틀림상태
는  두개의  균일상에  사이에서  스위칭하는데  필요한  중간전압에  의해  유기되고,  편광판의  배치정도에 
따라서 그레이표시(gray indication)로 된다(N.A.Clark, S.T. Lagenwall, "Submicro second 
bistable  electroptic  switching  in  liquid  crystals",  Applied  Physics  Letters,  Vol.  36(11),  pp. 
899-901, June 1, 1980). 

이  안정상태의  안정도는  상하  기판의  극성에  의존하고,  강유전성  액정이  대칭적인  구조셀내에서 샌
드위치된  후에  초기분자의  배향방향은  혼합모드로  두  종류의  균일상태를  포함하거나  하나의 비틀림
상태를  취한다.  지금까지  화소외부쪽의  액정은,  초기의  분자의  배향방향으로  유지되고  전계에 응답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강유전성  액정의  경우에는,  배향영역은  2개의  차원으로  용이하게  확장가능하지만,  영역벽(domain 
wall)의 이동에 기인한 확장은 1μm 정도이다(N.A.Clark, S.T.Lagerwall : "Structures and 
Applications  of  SSFLC  Devices",  Digest  of  JAPAN  DlSPLAY  '86,  pp.  456).  그러므로, 화소영역내에
서  전압을  제어하여  명암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화소사이의  갭에  밝은  영역이  존재할때에는 콘트라스
트가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화소사이의  갭에서의  광차단층,  즉  블랙매트릭스층은  콘트라스트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화소피치가 한층더 작게 될때에 개구비(opening 
ratio)(표시영역  전체에  대한  화소영역의  비)가  한층  더  작아지기  때문에  양호한  콘트라스트이 표시
를 얻기 위하여 수십 μm의 광차단층이 필요하다.

그러나,  화소패턴이  작게  될때에,  화소사이에  정밀하게  광차단층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단
가가  상승하게  된다.  또한,  공정에  대한  한계를  고려하여  화소사이의  갭보다  큰  광차단층의  폭을 형
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구비는  한층  더  작게  되어  화상이  어둡게  표시된다(T.Leroux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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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AND  WHITE  FLC  TV  PANEL  WITH  GREY  LEVELS",  CONFERENCE  RECORD  of  1988  INTERNA-TIONAL 
DISPLAY RESEARCH CONFERENCES, pp 111, 1988), (Matsumoto et al. : Large-Area Video-rate 
Multicolor Ferroelectric Ldquid-Crystal Display", SID 88 DIGEST, pp41-44).

광차단층  형성이외의  수단으로서,  두종류의  균일상태중  어느  한  상태의  안정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상,하기판상에  서로  상이한  배향층의  극성을  우선  형성하여  초기의  분자의  배향에서의  화소사이의 
갭을  어둡게하는  것이  제안되었다(예를  들면,  일본국  특공소  6-225224호  공보,  일본국  특공소 63-
228130호 공보).

그러나,  상기  방법으로서는,  다른  종류의  균일한  안정상태에서의  안정도의  저하에  기인하여 다중신
호구동시에  액정분자가  누화에  응답하기  쉽기  때문에,  기억상태를  변화시키고  콘트라스트를 저감시
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광차단막의  베이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화소사
이의 갭에서만 광차단막 자체를 변경하는 기술구성이 어렵다.

강유전성  액정패널상에,  특히  미세한  화소패턴을  가진  패널상에  큰트라스트가  높은  화상을  얻기 위
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또한,  강유전성  액정이  제한된  안정상태만을  가지기  때문에  멀티그레이  스케일(multi-gray  scale)을 
형성하기  어렵다.  두  종류의  균일상태사이의  중간상태는  흑색/백색  스포트패턴이나  비틀림상태로 되
고,  따라서  중간의  그레이스케일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균일한  중간의  그레이스케일  화상을 실
현하기  위하여  액정  패널의  균일성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  따라서,  종래의  표면이  안정화된 강유전
성  액정은,  복수화소를  복수의  주사함으써,  그레이스케일을  양  레벨표시로  형성한다.(T.Leroux  et 
al.,  "BLACK  AND  WHITEFLC  TV  PANEL  WITH  GREY  LEVELS",  CONFERENCE  RECORD  of  1988  INTERNATIONAL 
DISPLAY  RESEARCH  CONFERENCES,  pp  111-113,  1988)  .  그러나,  그레이스케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복수
의  화소를  사용함으로써  전극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극패턴은  보다  미세하게  되고,  또한 구동회로
의 수도 증가하여 단가가 상승하게 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문제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구성으로  높은  콘트라스트와  휘도표시가 가능하
고,  전극수를  증가함이  없이  균일한  그레이스케일을  가지는  강유전액정표시소자  및  그  구동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복수화소를  형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전극을  각각  가진 상
부기관과  하부기관  사이에  강유전성액정을  샌드위치한  액정패널과,  인접한  화소사이의  갑의 안정상
태를 절환하기 위하여 인접한 화소에 소정전압을 인가하는 수단을 포함한 액정표시소자를 제공한다.

[제1실시예]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액정표시소자의 평면도로서, 액정패널(1)과 구동회로(10)∼(12)로 
구성된다.  액정패널에서  강유전성  액정은,  신호전극(4)을  가진  상부기판(2)과  주사전극(5)을  가진 
하부기판(3)사이에  샌드위치된다.  화소사이의  갭이  5μm이고  화소피치는  90μm이다.  제2도는 액정패
널의  단면도를  도시하고,  줄무늬형상의  투명전극(4),  (5)의  각  패턴은  유리상에  형성되고, 배향막
(6)은  각  전극패턴상에  형성된다.  액정은  에스테르계의  강유전성  액정이다.  상기  액정층(7)의 두께
는 2.0μm이고, 배향막(6)은 기판법선으로부터 82°경사진 방향으로 SiO를 증착하여 형성된다.

명암패턴은  상,하기판상에  서로  직각으로  편광판(9a),  (9b)을  정착함으로써  복굴절효과를  나타낸다, 
구동회로부는,  주사전극구동회로(SCAN-DC)  (10),  신호  전극  구동회로(SIG-DC)  (11), 베이스신호생성
회로(BSGC)(12)로  구성된다.  상기  회로에  의해서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동파형을 액정패널
(1)의  각  화소에  인가한다.  구동파형을  각  화소에  인가한  후의  표시상태는  제1도와  같이 액정패널에
서의 밝기영역은 공백으로 나타내고, 액정패널에서의 어두운 영역은 사선으로 나타낸다.

실선으로  포위된  화소의  내부(8a)는  ON신호를  인가하고,  점선으로  포위된  화소의  내부(8b)는 OFF신
호를  인가한다.  제3도(a)는  특정한  주사전극에  접속된  ON화소에  인가되는  전압을  나타내고, 제3도
(b)는  다음의  주사전극에  접속된  OFF화소에  인가되는  전압을  나타낸다.  리세트기간(20)동안 패널전
체는  어두운  상태로  형성한  후에  전압선택수단에  의해  주사를  행한다.  제3도에서  리세트기간(20)의 
일부  기간동안  Vr=25V이고,  Tr=1ms인  양극성펄스가  패널전체에  인가될  때에,  초기분자의 배향방향으
로  비틀림  상태가되는  패널의  액정은,  화소와  이  화소사이의  갭  영역이  균일하게  안정된  흑색상태가 
된다.  리세트  기간동안  Vr=25V이고,  Tr=500μs∼1ms인  펄스를  인가할때에,  신호전극에  접속된 화소
사이의  갭만  어두운  상태로된다.  상기  갭은  500μs  이하인  Tr의  리세트펄스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제1도에  도시된  영역(8b)은  제3도(a)에  도시된  바와  같은  선택기간동안  Von=25V이고  Ts=200μs인 양
극성펄스를  인가하여  화소부분만  밝은  상태로  반전하고,  제1도에  도시된  영역(8a)은,  제3도(b)에 도
시한  바와  같은  선택기간동안  Von=25V이고  Ts=200μs인  양극성펄스를  인가하여  어두운  상태를 유지
한다.  화소에  인가되는  전압의  극성이  제3도(a)와  제3도(b)에  도시한  상태와  완전히  반대상태로 하
면,  화소상태는  완전히  반전상태로  된다.  즉,  빗금친  영역은  밝기  상태로  되고  공백의  영역은 어두
운  상태로  된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갭영역에서도  화소영역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극성의 안정
도를 나타낸다.

화소피치가  30μm이고,  갭피치가  3μm인  제2패널을  사용할때에,  갭의  안정상태가  변화하는  전압과 
펄스폭은  한층더  작아진다.  예를  들면,  갭영역은,  Vr=25V이고,  Tr=300μs인  양극성펄스를 인가함으
로써,  어두운  상태로  변한다.  제2패널에서,  제1도의  영역(8b)에서의  ON화소는  밝은  상태로  되고, ON
화소  사이의  갭에서의  액정은  비틀림상태를  취하여  중간레벨로  된다.  영역(8a)은  제1도와  동일한 상
태를 유지한다.

화소피치가  6μm이고  화소사이의  갭이  2μm인  제3패널에서  화소사이의  갭에서의  드레숄드전압은 한
층더  작게  되고,  Vr=25V와  Tr=250μs에서  어두운  상태를  얻는다.  제3패널의  화소영역에서의 드레숄
드값은,  25V와  225μs에서  다소  상승하고,  갭에서의  드레숄드값과의  차이는  매우  작게  된다. 드레숄
드값보다  다소  긴  펄스인  Ts=250μs와  Von=25V에  의해  제3패널을  구동하면,  ON화소  사이의  갭은 밝

12-3

94-006990



은 상태로 되고,  OFF화소 사이의 갭은 어두운 상태로 된다.  또한,  ON화소와 OFF화소 사이의 갭은 어
두운  상태로  된다.  또한,  ON화소와  OFF화소  사이의  갭은  비틀림상태로  된다.  따라서,  투명전극에 의
해  형성된  화소의  개구비는  16μ㎡2/36/㎡에서  44%이지만,  표시된  문자와  도형의  밝기는  개구비가 
100%인  경우와  동일하다.  제4도는,  패널전체에  전압이  인가될때  화소사이의  갭주위의  액정층에 전계
가  인가되는  것을  위하여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으로  산출된  전계강도의  분포로  도시된 
액정의  단면도를  도시한다.  신호전극(4)의  전압(빗금친영역)은  OV이고,  주사전극(5ℓ),  (5r)의 전압
(빗금친  영역)은  20V이고,  액정층의  두께는  2μm이고,  전극(4),  (5ℓ),  (5r)의  두께는  200nm이고, 
액정층(7)의  유전율은  7이고,  하기판(유리)(3)의  유전율은  6.7이고,  주사전극(51),  (5r)  사이의 갭
은  4μm인  상태에서  산출하였다.  전계강도에  따라서,  패널의  내부는  영역(A)  내지  영역(K)으로 분할
된다.  각각의  영역에서의  전계강도는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다.  영역(A)은  가장  약한  전계강도에 해
당하고,  영역(K)은  가장  강한  전계강도에  해당한다.  제4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호전극(4)

의  부근에  있는  화사상의  전계강도(영역(I)  : 1.0×10
4
V/mm)의  70%(영역(G)  : 6.7∼7.8×10

3
V/mm)가 

주사전극(5)의  갭에  인가되고,  하기판의  부근에도  전계강도(영역(E)  : 4.5∼5.6×10
3
V/mm)  의 40∼

50%가 인가된다.

마찬가지의  계산에  의해서  화소사이의  갭을  좁게  하면  전계강도가  강하게  되고,  화소사이의  갭을 넓
게하면  전계강도는  약하게  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전극  사이의  갑을  좁게  함으로써,  액정이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전계강도의  갭에  대해  인가되는  전계강도를  갖게  되고,  액정분자는  이 전계
강도에  응답하는  것을  제4도로부터  알  수  있다.  또한,  전극(5r)에  15V를  설정하고,  전극(51)에  OV를 
설정하고,  전극(4)에  20V를  설정함으로서,  전극(51)만을  선택할때에,  갭에  인가되는  전계는  쌍방의 
전극(51),  (5r)을  선택할때보다  낮다.  즉,  서로  인접한  화소를  동시에  선택함으로써,  1개의 화소만
을  선택하는  것보다  갭이  응답하는것을  용이하게  한다.  전극갭을  안정한  상태로  절환하는데  필요한 

전압과  펄스폭은  또한  액정재료의  체적저항률에  의존한다.  체적저항률이 5×10
10
Ω/㎝  이상인  액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갭이  30μm  이하인  셀은,  전압을  증가하거나  펄스폭을  넓힘으로써,  제3도의 구

동파형에서  블랙매트릭스상태를  형성한다.  그러나,  액정에서 10
10

Ω/cm  이하의  체적저항률은  가지고 
다량의  이온불순물을  가지는  강유전성  액정재료인  경우에는,  펄스폭을  길게  하는  경우에도, 화소사
이의  갭이  5μm  이상인  때에  갭을  완전히  어두운  상태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이온불순물을 인가전
압에  따라  이동하여,  인가전압에  대한  역전압이  이온분포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고려되기 때문이
다.

상기  경우에는,  제5도의  리세트  기간에서  올  수  있는  바와  같이,  수회반복으로  바이어스된  이온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극성펄스의  펄스폭을  짧게하고  또한  완화시간(Tp)을  삽입함으로써,  이온을 이동
으로부터  보호하고,  따라서  짧은  펄스에  의해서도  갭이  반복해서  이동되는  것이  명백하게  된다.  이 
경우의  리세트펄스의  펄스폭(Tr)은  선택기간  펄스의  2∼20배  펄스폭일때에  가장  적절하며, 완화시간
(Tp)은  Tr의  l∼5배일때에  가장  적절하다.  리세트기간  후,  제3도에  도시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
압선택수단에  의해  화소를  선택하면,  갭을  안정한  어두운  상태로  형성되는  블랙메트릭스가  된다. 패
널전체가  어두운  상태로  된  후에  제3도  또는  제5도에서의  구동파형으로  주사를  행하지만,  패널전체 
대신에  교대로  또는  펄스의  일부분에  연속적인  복수의  주사전극상의  화소에  양극성펄스를  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이유로서는,  화소사이의  갭은,  거의  동일한  전압을  가지는  전계를  인접한  전극에 
인가하면 용이하게 응답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사선이  제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선택될때  리세트기간을  삽입하는  방식에  의해 연속주사
를  행하게  한다.  제6도에서,(a),  (b),  (c)는  주사전극(Si), (Si+l ), (Si+2 )에  인가된  전압파형이고, 

(d),  (e)는  임의의 신호전극(C1 ), (C2 )에  인가되는  전압파형이고,  (f),  (g),  (h)는  화소  P1(Si,  Cl), 

P2(Si+1 , C1 ), P3(Si+2 ,  Cl)에  인가된  전압파형이다.  선택기간  및  리세트기간과는  다른  비선택기간의 

인가전압의  전압선택수단의  전압과  동일하다.  즉,  주사전극에  대해서는,  선택기간동안 전압( Vo/

2)의  펄스(45)가  인가되고,  신호전극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1인  경우에는 전압( Vo/2)의 펄스(46)

가  인가되고,  데이터가  0인  경우에는 전압( (1/2-2/a)Vo)의  펄스(47)가  인가된다.  여기서,  1/a은 

액정의  드레숄드에  따라서  설정되고  또한  3  내지  6의  적정한  실수(real  number)인  바이어스비(bias 
ration)이다.

다음에,  선택기간에서  데이터가  1일때에는 펄스전압( Vo)이  화소에  인가되고,  데이터가  0일때에는 

AC펄스( (1-2/a))  (49)가  화소에  인가된다.  리세트기간과는  다른  비선택기간동안에는, AC펄스

(Vo/a)가, 주사전극에 전압( (1/2-1/a)Vo)을 인가함으로써, 화소에 인가된다.

리세트기간(37)  동안에는,  선택기간에서  반전되는  펄스(45)의  전압(±Vo/2)과  동일하고  또한  이 펄
스(45)의  펄스폭보다는  넓은  AC펄스(40α)를,  선택기간(38)이전에,  주사전극에  가해진다.  주사선에 
특정한  리세트기간은  다른  주사선의  선택기간과  중복된다.  예를  들면,  제6도에서 Si+1 의  리세트 기간

(39)은  Si의  선택기간(38)과  중복된다.  따라서, Si+2 의  리세트기간(39)에서 Si+2 와  상이한  주사선상에 

있는  화소의  데이터는 신호전극(C1 ), (C2 )에  입력된다.  그러나,  이  리세트기간  동안  펄스(40a), 

(40b),  (40c)의  각각의  펄스폭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동기신호전압이  ON신호  또는  OFF로  되어도, 
제6도의  (f)∼(g)에서  빗금친  영역과  동일한  영역의  긴  펄스를  가지는  양극성펄스가  의사적으로 화
소에  인가되고  전계가  형성된  화소사이의갭이  응답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리세트펄스(42),  (43)는 
분리되고,  반복효과는  긴  펄스폭을  가지는  펄스와  동일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리세트펄스,  즉 리세
트펄스(43), (44)는 인접화소에 동시에 인가되기 때문에, 갭이 용이하게 응답한다. 

리세트기간  동안의  펄스(40a),  (40b),  (40c)의 신호전압(C1 ), (C2 )은  AC신호이기  때문에,  화소에 인

가되는  리세트펄스는  DC성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제6도(f)에  도시된  리세트펄스(4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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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영역(전압×펄스폭)은  [[Vo/2-(1/2-2/a)Vo]+[Vo/2+(1/2-2/a)Vo×2=2Vo로  되고, 리세트펄스
(42),(43)의  부의  영역전체는  [[-Vo/2-Vo/2]+[-Vo/2-(Vo/2)]]×2=-2Vo로  됨으로써,  정의  영역  및 부
의  영역은  같다.  따라서,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액정의  열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  제6도의 구동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임의의  펄스폭과  임의의  회수로  주사기간동안  리세트펄스를  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제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동파형은,  다량의  이온불순물을  가진  패널로 구성되
어도,  단시간동안  연속주사를  행함으로써,  화소사이에  갭의  안정상태를  절환할  수  있다.  제1도의 구
동회로(10),  (11),  (12)에  대한  상세한  블록도가  제7도에  도시된다.  이  구동회로는  제3도,  제5도, 
제6도의  구동파형을  이행한다.  베이스클록발생회로  (BCGC)(58)와  주파수  분할기(FDIV)(59)에  의해 
얻은  클록펄스는  베이스펄스전압발생회로(BPGC)(60)의  애널로그  스위치를  절환한다.  이에  의해 선택
주사전압(Va), 비선택주사전압(Vm), 리세트주사전압(Vr)을 발생한다.

주사회로(SC)와  선택회로(SELC)는,  FDIV(59)로부터  클록펄스를  수신함으로써,  주사전극을 순차적으
로 선택하는 선택펄스를 주사선구동회로(SCANLDC)에 전송한다.

주사선구동회로(SCANLDC)(52)  ∼(57)는  상기  선택  펄스에  따라서 베이스펄스전압발생회로(BPGC)(6
0)에서 발생된 주사전압을 선택한다. 

한편,  신호선구동회로(SIGLDC)  (63)  ∼(68)는,  표시메모리(DMEM)(61)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에  의해 
선택회로(62)에서  선택펄스를  발생하고,  이  선택펄스에  응답하여 베이스펄스전압발생회로(BPGC)(6

0)로부터 신호전압(Vc1),(Vc2)을 선택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액정표시소자는,  그  패턴은  매우  미세하고  개구비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도,  화소사이의  갭에  광차단층  없이  단순한  구성에  의해  높은  콘트라스트비와  높은 광투과율
(반사형인 경우에는 반사율)을 가지는 광벨브(light valve)로 사용된다.

배향막은,  본  실시예에서는,  경사증착에  의해  형성되지만,  유기중합체로  러빙한  배향막이거나 랭그
뮤어-브로제트법(Langmuir-blodgett  method)에  의해  형성된  유기중합체의  박막인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가  부여된다.  액정재료의  저항률이 3×10
10
Ω·cm  이상인  셀에  대해서는,  갭의  폭이  5μm인 경우

에도  갭과  화소의  안정상태를  스위칭함으로써  100%의  개구비로  표시될  수  있다.  화소사이의  갭이 좁
은  경우에는,  밝은  상태  또는  어두운  상태에서  서로  인접한  화소가  확대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본 
발명의  액정표시소자는,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토마스크로서  유효하다. 
본  발명의  액정표시소자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액정구동회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만으로, 크롬등
의 차폐층을 에칭하여 고정패턴을 형성하는 대신에 포토마스킹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액정표시소자의  화소피치가  수십  μm  정도의  패턴인  경우에는,  스크린상에  패턴을 
대규모로 투사함으로써, 정밀도가 높고 대용량이고 콘트라스트가 높은 액정표시소자를 제조한다.

[제2실시예]

제8도는  강유전성  액정매트릭스패널(7)과  구동회로를  포함한  액정표시소자의  평면도  및  구동회로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상기  도면에서,  화소피치는  24μm이고,  상기판(71)상에  열의  전극(Y1)∼(Y4)  사이에  위치한  각각의 
수직갭(y1)∼(y3)은  4μm이고,  하부기판(72)상에  행의  전극(X1)∼(X4)  사이에  위치한  각각의 수평갭
(x1)∼(x3)은 8μm이다.

액정패널(70)은,  제1실시예의  제2도에  도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리기판상에  줄  무늬  형상의 투명
전극을  형성하고,  배향막은,  상기  투명전극위에  형성되고,  또한  갭의  상부에는  광차단막은  가지지 
않는다. 액정재료, 액정층의 두께 및 배향막의 형성방법은 제1실시예와 동일하다.

제10도는  제8도의  액정패널에  인가된  전압의  펄스폭에  대한  광투과율을  측정한  특성도이고, 제11도
는  제8도의  액정패널에  인가된  전압에  대한  광투과율을  측정한  특성도이다.  제1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모든  화소에  전압이  인가된  후에  화소의  메모리상태가  안정될때  광투과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행해진다.  제12도에서의  전압파형은,  20V의  전압과  1ms의  펄스폭을  가지는  리세트펄스(90)예  의해 
패널  전체를  완전히  어둡게  형성한  후  펄스폭(γ)과 전압(Vt )을  가지는  양극성테이스트펄스(91)를 

인가함으로써,  형성된다.  제10도에서,  곡선(a),  (b),  (c)는,  전압이  고정된  상태에서,  펄스(91)의 
펄스폭을  변동할때에,  화소(X1,  Y1)와,  점선으로  포위된  단위화소에서의  화소사이의  갭(X1,  y3)  밋 
(x1,  Y3)을  측정한  특성곡선이다.  제10도에서,  곡선(a),  (b),  (c)은  각각  광투과율이  200μs, 500μ
s,  800μm에서  안정하게  절환하여  상승하는  광투과율을  나타낸다.  제11도에서,  곡선(a1),  (b1), 
(c1)은,  γ가  500μs로  고정될때,  화소(X1,  Y3),  갭(X1,  y3)  및  갭(z1,  Y3)에  인가된  전압에  대한 
광투과율  특성  곡선이고,  각각의  드레숄드전압은  OV∼약  8V,  22V,  32V이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화
소사이의  상기  갭은  내부의  화소와  같이  쌍안  정도를  나타내고,  갭이  넓어기면,  드레숄드전압도 높
아지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인접한  전극을  단락함이  없이  한  전극에만  전압이  인가될  때, 
1ms, 25V의 펄스에서도 화소사이의 갭의 안정상태를 절환하지 않는다.

이에  관련하여,  화소사이의  갭의  쌍안정을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제9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동
파형을  액정패널에  인가하여,  화소내부의  밝기와  이  화소사이의  갭의  밝기를  조합함으로써, 그레이
스 케일표시(gray scale display)를 형성한다.

즉,  제9도에서,  우선  화소전체에  1ms의  리세트기간(80)  동안 25V  리세트펄스를  인가하여 패널전체

를  흑색상태로  형성하고,  (81)에서  (83)까지의  3회주사에  의해  드레숄드  펄스폭이  긴  부분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화소의 두종류의 갭에 명암을 기록한다.

제9도의  구동파형에  대해서는,  (86)은  제8도의  행의  전극(X1)에  인가되는  전압이고,(87)는  열의 전
극(Y3)에  인가되는  전압이며,  (88)은  화소(X1,  Y3)에  인가되는  전압이다.  제  1주사(제 1피일드)(8
1)에  의해,  펄스폭  800μs으로  인접한  두개의  행의  전극(X1),  (X2)을  동시에  선택한다.  이때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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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x1,  Yi)  사이의  갭의  데이터(0∼1)에  상당하는  신호전압을  열전극(Yi)(i=1∼3)에  인가한다. 선택
기간(84)  동안의  양극성펄스는,  리세트기간(80)  동안의  리세트펄스의  역극성으로  설정되고, 데이터
가 1이  되는 갭에서의 밝기를 반전하기에 충분한 ON  전압이 화소에 인가되고,  한편 데이터가 0이 되
는  곳에서는  어두움을  유지하는  OFF  전압이  화소에  인가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개의  주사선에 
의한 점차적인 시프트에 의해 행의 전극사이의 갭(xk, Yi)(k=1∼3) 위에 데이터가 기록된다.

제1주사(81)가  종료되면,  열의  전극  사이의  갭과  화소는  드레숄드전압이  낮기  때문에,  상기  갭과 화
소는  밝은  상태로  확실하게  반전된다.  다음에,  데이터를  열의  전극사이의  갭에  기록하기  위하여, 
(Yi)와 (Y+1 )를  동시에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사방향이  변경되고,  주사전압이  열의  전극에 인가

되고, 신호전압이행의 전극에 인가된다.

500μs의  펄스폭으로,  제  1주사(81)와  마찬가지로,  제  2주사(제2  피일드)(82)를  행할때에, 행전극
(zk,  Yi)사이의  갭이  높은  드레숄드전압을  가지기  때문에,  제1주사(8)에서의  상태를  유지하고, 따라
서  갭(Xi,  yi)에만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관련하여,  화소에  인가되는  펄스의 극성
이  이이  주사방향으로  절환되기  때문에,  제1주사(8l)에  대해  역으로  되고,  드레숄드전압(xk,  Yi)이 
낮은  화소는  모두  밝은  상태에서  어두은  상태로  반전된다.  200μs의  펄스폭에서  주사선마다 제3주사
를  선택함으로써,  이전과  같은  갭상태를  유지하면서  명암데이터를  화소의  안쪽에  기록할  수  있다. 
이때에,  제9도의  열의  전극에  대해서  주사를  행하지만,  행의  전극에  대해서도  주사를  행하여도 
된다.  따라서,  한개의  화소와  두개의  인접한  갭을  선택적으로  명암을  기록하여  8단계의 그레이스케
일표시를  형성한다.  제8도의  액정패널(70)의  빗금친  영역은  이와  같은  주사에  의해  얻은  어두운 부
분을  나타낸다.  3회  주사한  그례이스케일표시  및  입력데이터의  밝기에  대한  상관  관계도이다. 수평
축은,  브래켓(bracket)의  상부위치로부터  순차적으로  제2주사(82),  제1주사(81)  및 제3주사(제3피일
드)(83)의 입력 그레이스케일데이터를 나타낸다. 종좌표측은 단위화소(79)의 광투과율을 
나타내지만,  각  그레이스케일은,  제1,  제2,  제3주사의  각각에서  명암을  기록하는  영역이  대략  4  :  2 
: 1의 비율로 되는 것과 동일한 간격이 된다.

제9도의  구동파형을  이용하는  구동회로에  대하여  제8도의  블록도를  참조하면서  이하  설명한다. 주사
수(피일드수)에  따라서  주사방향을  나타내는  플래그출력(flag  output)은 피일드카운트회로(FCC)(7

6)에 의해 피일드수를 카운트하여 출력한다.

(FCC)  (76)로부터  플래그신호를  수신하여,  베이스펄스전압발생회로(BPGC)  (75)는  주사전압과 신호전
압의  출력방향을  절환한다.  주사회로(SC)(77)와  표시메모리(DMEM)(78)의  출력신호는  또한 (FCC)(7
7)의  플래그신호에  따라서  출력방향을  절환한다.  즉,  행의  전극을  주사할때에,  (SC)(77)의  출력을 
라인메모리(LMEM)(73a)에  출력하고,  (DMEM)(78)의  출력을  라인메모리(LMEM)(73b)에  출력한다. 라인
메모리에  저장된  주사데이터와  신호데이터에  따라서,  선택회로(SELC)(51),  (62)는 신호선구동회로

(SIGLDC)(74a)∼(74ℓ)에 선택펄스를 전송하고, (SIGLDC)(74a)∼(74ℓ)는 선택펄스에 따라서 
(BPGC)(75)의 전압을 선택한다.

[제3 실시예]

다음에,  제3실시예를  설명한다.  제2실시예에서는,  화소사이의  갭  및  화소내부사이의  드레숄드전압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복수회의  주사에  의해  표시의  기록을  행하지만,  화소사이의  갭을  한층더  좁게 
형성함으로써,  드레숄드전압  사이의  차이를  한층더  낮게  할  수  있다.  제14도는,  18μm의  화소피치를 
가지는  신호전극의  화소사이의  갭은  2μm로  하고  주사전극의  화소사이의  갭은  4μm로  하여, 강유전
성 액정패널의 인가전압에 대한 광투과율의 특성도 나타낸다.

250μs의 펄스폭에서 제12도에 도시한 파형의 크기를 측정한다.

횡좌표측은  테스트펄스(91)의 전압(Vt )를  나타내고,  종좌표측은  화소의  투과광과  화소사이의  갭의 

투과광을  가산한  경우의  투과율을  나타낸다.  17V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화소만  반전되기 
때문에 그투과율은 약 70% 증가하였다.

다음에,  신호전극상의  화소사이의  갭은  약  23V에서  반전되었고,  투과율은  약  80%까지  점차적으로 증
가하였다.  따라서,  제3도,  제5도,  제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동파형에  있어서,  선택기간동안, 250
μs의  펄스폭,  25V의  ON  전압 및  1/4의  바이어스비로 구동함으로써,  25V의  ON  전압,  15V의  OFF  전압 
및  20V의  중간전압과  같은  선택전압을  인가할  때,  1회의  주사만에  의해  3단계의  그레이스케일 표시
를  형성할수  있다.  중간전압에  대해서는,  화소의  안쪽은  밝은  상태에서  안정하게도  되고,  갭은 어두
운  상태에서  안정하게  된다.  중간상대는  17V∼21V의  전압범위내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패널두께등의 
패널에서의  불균일성은  그레이스케일의  균일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경우에, 구동회로
는  제7도와  동일한  구서이고,  상기한  중간전압은,  수평으로  대치된  한개의  전극마다  3개씨 SIGLDCF
를 증가함으로써, SPGC에서 제3의 SIGLDC로 공급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액정표시소자는,  와소전극에  전압을  인가하여  패턴이  매우  미세한 경
우에  화소사이의  갭의  상태를  제어함으로써  종래의  강유전성  액정표시소자와  동일한  개수의 전극으
로 멀티그레이스케일표시를 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부기판의  전극과  하부기판의  전극사이의  교차지점(intersection)에서  복수의  화소를  형성하기 위
하여,  복수의  전극을  각각  가진  상기  상부기간과  상기  하부기판  사이에  강유전성  액정을  샌드위치한 
액정패널과,  상기  상부기판의  전극과  상기  하부기판의  전극사이의  교차지점이  아닌 비교차지점(non-
intersction)에  존재하고  또한  인접한  화소사이에  존재하는  갭에  대한  안정상태를  충분히  절환할  수 
있는  전압진폭과  펄스폭을  가진  소정의  전압을,  상기  복수의  화소중  인접한  화소에  인가하는 전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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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단을  포함하는  액정표시소자에  있어서,  상기  전압인가수단은,  상기  소정의  전압에  의해  인접한 
화소의  양쪽이  어두운  상태로  설정되는  때에는,  상기  소정의  전압은  갭의  안정상태를  어두운  상태로 
절환하고,  상기  소정의  전압에  의해  인접한  화소의  양쪽이  밝은  상태와  중간상태중에서  선택된 상태
로  설정되는  때에는,  상기  소정의  전압은  갭의  안정상태를  상기  선택된  상태로  절환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갭은 5μ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강유전성  액정의  저항은 3×10
10
Ω·cm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

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기판상의  전극과  하부기판상의  전극은  각각  행렬로  배치되어  매트릭스를 
형성하고,  상기  전압인가수단은,  인접한  행의  전극의  양쪽에  선택전압을  인가하고  또한  한개의  열의 
전극에  화소데이터에  대응하는  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열의  전극과  상기  인접한  행의  전극사이의 교
차지점에  형성된  인접  화소에  소정의  전압을  인가한  상태로  함으로써,  상기  열의  전극과  상기 인접
한  행의  전극사이의  교차지점이  아닌  비교차지점에  존재하고  또한  상기  교차지점에  형성된  상기 인
접한  화소사이에  존재하는  갭이  상기화소데이터에  대응하는  안정상태로  절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5 

상부기판의  전극과  하부기판의  전극사이의  교차지점에서  복수의  화소를  형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전
극을  각각  가진  상부기판과  하부기판사이에  강유전성  액정을  샌드위치한  액정패널과,  상기 상부기판
과  상기하부기판의  전극사이의  교차지점이  아닌  비교차지점에  존재하고  또한  인접한  화소사이에 존
재하는  갭에  대한  안정상태를  충분히  절환할  수  있는  전압진폭과  펄스폭을  가진  소정의  전압을, 상
기  복수의  화소중  인접한  화소에  인가하는  전압인가수단을  포함하는  액정표시소자에  있어서,  상기 
갭의  폭은  30μm  이하이고,  상기  전압인가수단은,  상기  갭의  안정상태와  인접한  화소를  어두운 상태
로  절환하기  위한  소정의  전압을  인가한  다음에,  인접한  화소를  선택하고  또한  갭을  어두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선택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기판과  상기  하부기간에  형성된  배향층은  동일한  극성을  가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7 

상부기판의  전극과  하부기판의  전극사이의  교차지점에서  복수의  화소를  형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전
극을  가진  상부기판과  하부기판사이에  강유전성  액정을  샌드위치한  액정표시소자를  구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상부기판과  상기  하부기판의  전극사이에  있는  고차지점이  아닌  비교차지점에  존재하고 
또한  인접한  화소사이에  존재하는  갭에  대한  안정상태를  충분히  절환할  수  있는  전압진폭과 펄스폭
을 가진 소정의 전압을 상기 인접한 화소에 공급하고,  상기 갭을 어두운 상태로 안정화하기 위한 제
1전압인  상기  소정의  전압을  상기  인접한  화소에  인가한  후에,  각각의  화소를  선택하고  또한  상기 
갭의  안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제1전압보다  펄스폭이  작은  제  2  전압을  상기  각각의 화소
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구동방법.

청구항 8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압은,  상기  제2  전압의  펄스폭보다  큰  펄스폭을  가진  AC  펄스이고, 또
한  이  AC  펄스의  펄스폭의  l배  내지  5배의  간격으로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구동방법.

청구항 9 

상부기판의  전극과  하부기판사이의  교차지점에서  복수의  화소를  형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전극을 각
각  가진  상기  상부기판과  상기  하부기판사이에  강유전성  액정을  샌드위치한  액정표시소자를 구동하
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상부기판의  전극과  상기  하부기판의  전극사이의  교차지점이  아닌 비교차지
점에  존재하고  또한  상기  복수의  화소중  인접한  화소사이에  존재하는  갭에  대한  안정상태를  충분히 
절환할  수  있는  전압진폭과  펄스폭을  가진  소정의  전압을  상기  인접한  화소의  양쪽에  공급하고, 상
기  상부기판상의  전극과  상기하부기판상의  전극은  매트릭스형상의  행렬로  각각  배치되고,  갭의 안정
상태를  제어하기  위하여,  2개의  인접한  행의  전극과  2개의  인접한  열의  전극중에서  2개의  인접한 전
극을  선택하는  소정의  전압에  의해서  제1주사를  행한  다음에,  선택된  행의  전극과  선택된  열의 전극
에  접속된  선택화소의  안정상태를  제어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한개씩  열의  전극과  행의  전극을 선
택하기  위한  소정의  전압보다  펄스폭이  작은  전압에  의해서  제2주사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구동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주사를  행하는  것은,  인접한  행의  전극사이에  존재하는  갭에  대한 안정상
태를  제어하기  위하여  행의  전극의  주사를  행하는  것과,  인접한  열의  전극사이에  존재하는  갭에 대
한  안정상태를  제어하기  위하여  열의  전극의  주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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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표시소자의 구동방법.

청구항 11 

상부기판의  전극과  하부기판의  전극사이의  교차지점에서  복수의  화소를  형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전
극을  각각  가진  상기  상부기판과  상기  하부기판사이에  강유전성  액정을  샌드위치한  액정표시소자를 
구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상부기판의  전극과  상기  하부기판의  전극사이의  교차지점이  아닌 비
교차지점에  존재하고  또한  상기  복수의  화소중  인접한  화소사이에  존재하는  갭에  대한  안정상태를 
충분히  절환할  수  있는  전압진폭과  펄스폭을  가진  소정의  전압을  상기  인접한  화소의  양쪽에 공급하
고,  상기  소정의  전압에  의해,  인접한  화소중  선택된  화소와  인접한  화소사이의  갭을,  밝은  상태와 
어두운  상태중에서  선택된  상태로  리세트한  다음에,  상기  화소와  상기  갭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상기 
화소를  반전하거나  상기  화소와  상기  갭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상기  화소를  반전하거나  상기  화소와 
상기  갭을  모두  반전하기  위하여  상기  화소를  선택하는  주사를  행함으로써,  3단계의  그레이레벨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구동방법.

청구항 12 

상부기판의  전극과  하부기판의  전극사이의  교차지점에서  복수의  화소를  형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전
극을  각각  가진  상기  상부기판과  상기  하부기판사이에  강유전성  액정을  샌드위치한  액정표시소자를 
구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상부기판의  전극과  상기  하부기판의  전극사이의  교차지점이  아닌 비
교차지점에  존재하고  또한  상기  복수의  화소중  인접한  화소사이에  존재하는  갭의  안정상태를  충분히 
절환할  수  있는  전압폭과  펄스폭을  가진  소정의  전압을  상기  인접한  화소의  양쪽에  공급하고,  상기 
상부기판상의  전극과  상기  하부기판상의  전극은  각각  주사전극과  신호전극을  형성하고,  상기  인접한 
화소에  접속된  주사전극  이외의  다른  주사전극이  선택될때에,  선택된  기간(addressed  phase)동안 상
기  한쪽  주사전극에  공급된  주사펄스  전압의  펄스폭의  2배  이상인  펄스폭을  가지고  또한  주사폭의 
역극성을  가진  폴스전압을  상기  인접한  화소에  접속된  주사전극에  인가함으로써,  신호전극에  공급된 
전압에  관계없이,  상기  인접한  화소사이의  갭의  안정상태를  충분히  절환할  수  있는  소정의  전압을 
상기 인접한 화소에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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