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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완전한 콘트라스트 보상이 가능하며, 경사 방향으로부터 본 경우에도 높은 콘트라스트가 얻어지는 수직 배향 액정 표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와 2축 광학 이방성 시트를 이용하여 광학 보상을 행한다.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지연(retarda
tion)은 액정층의 지연과 정부(正負)가 반대이고, 절대치가 75% 이상 100%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1축 광학 이방
성 시트는 편광판에 일체로 설치해도 된다. 2축 광학 이방성 시트는 지상축(遲相軸)이 어느 하나의 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것, 면내 지연이 190㎚ 내지 390㎚인 것, 두께 방향의 지연이 0.28 내지 0.67인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액정 표시 장치, 액정층, 네마틱 액정 분자, 편광판, 투과축, 1축 광학 이방성 시트, 2축 광학 이방성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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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서의 액정 표시 장치의 콘트라스트 곡선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2는 종래 기술에서의 액정 표시 장치의 층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원 발명에서의 액정 표시 장치의 층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원 발명에서의 액정 표시 장치의 층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원 발명에서의 적층체의 축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원 발명에서의 액정 표시 장치의 높은 콘트라스트 영역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7은 본원 발명에서의 액정 표시 장치의 콘트라스트 곡선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8은 본원 발명에서의 액정 표시 장치의 콘트라스트 곡선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9는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Δnd와 콘트라스트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10은 액정층의 Δnd와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Δnd의 조합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22 : 액정층

23 : 네마틱 액정 분자

12, 14, 32, 34 : 편광판

18, 20, 52, 54 : 투과축

24, 26 : 기판

28, 30 : 전극

36 : 1축 광학 이방성 시트

38 : 2축 광학 이방성 시트

56 : 축

58 : 지상축(遲相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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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부(-)의 유전율 이방성을 갖는 액정 분자를 수직 방
향으로 배향한 액정층에 대하여 수직 방향의 전계를 인가하여 수평 방향으로 배향시킴으로써 광의 투과·차단을 제어
하는, 소위 수직 배향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액정 재료를 이용하는 표시 장치로서는, 종래부터 네마틱 액정을 트위스트 배열시킨 액정층을 이용하여, 전계를 기판에 
대하여 수직인 방향으로 인가한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방식에서는, 통상 액정층의 상하에 편광축이 직교하도
록 2장의 편광판을 배치하고, 전계 인가 시에는 액정 분자가 수직 방향으로 배향하기 때문에 화상 표시로서 흑이 얻어
진다. 그런데, 전계 인가 시에 액정 분자가 수직으로 배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액정층을 비스듬하게 투과하는 빛은 액정 
분자에 의해 복굴절이 생기고 편광 방향이 회전하게 되므로, 표시 장치를 경사로부터 본 경우에는 완전한 흑 표시가 얻
어지지 않으며 콘트라스트가 저하하고, 양호한 화상 표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야각이 좁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액정에 인가하는 전계의 방향을 기판에 대하여 평행한 방향으로 하는, 소위 
인플레인 스위칭(in-plane switching : IPS) 모드에 의한 액정 표시 장치가 제안되고 있다. IPS 모드의 경우, 액정 분
자는 주로 기판에 대하여 평행한 면내에서 회전하므로, 경사로부터 본 경우의 전계 인가시와 비인가시에서의 복굴절률
의 정도 차가 작고, 따라서 시야각이 넓어지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IPS 모드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액정층의 양
측에 존재하는 기재(substrate) 중 한쪽의 기재 상에 예를 들면 빗형 형상의 불투명한 전극을 설치하기 때문에, 개구율
이 저하한다고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개구율이 낮은 IPS 모드 액정 표시 장치는 소비 전력의 관점으로부터 노트 퍼
스널 컴퓨터와 같은 포터블 용도에는 불리하며 현재는 주로 독립의 모니터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고시야각과 고개구율의 액정 표시 장치를 실현하는 유력한 방법으로서 수직 배향 모드
의 액정 표시 장치가 제안되고 있다. 2장의 평행 평판 전극 사이에 부의 유전 이방성을 갖는 액정 분자로 이루어지는 액
정층을 설치한다. 액정 분자는 전극에 대하여 전압이 인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극에 대하여 수직으로 배향하고 
있다. 또한, 상하의 편광판은 편광축이 서로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압 오프시에는, 입사광은 액정층을 직진하므로, 
한쪽의 편광판을 통과하여 직선 편광으로 된 빛은 다른쪽의 편광판으로 완전하게 차단되어 화상 표시는 흑색이 된다. 
전압 온시에는, 부의 유전 이방성을 갖는 액정 분자는 전계 방향에 대하여 90도의 방향, 즉 전극에 대하여 평행하게 배
향한다. 이 경우, 입사광은 지연을 갖는 액정층에 의해 회전하므로, 한쪽의 편광판을 통과하여 직선 편광으로 된 빛은 
다른쪽의 편광판을 통과하여 화상 표시는 백색이 된다.
    

    
수직 배향 모드에서는, 정면의 콘트라스트는 매우 양호하지만, 상하 좌우 방향의 시각 콘트라스트는 IPS보다도 나빠진
다. 이 때문에 광학 보상 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행해지고 있지만, 시트의 면내 방향의 지연 방향과 그 크기에 대해서나 
시트의 수직 방향의 지연의 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SID'98에서 Chen 등이 2축 시트를 2
장 이용함으로서 완전한 보상이 가능한 것을 발표하고 있다(SID'98 DIGEST 315페이지). 이것은 면내 방향에도 50㎚ 
정도의 지연을 갖게 함으로서 편광축의 회전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해 광학 보상이 가능한 것이 실험적
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그 이유는 완전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또한, 상하에 2장의 2축 광학 이방성 시트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수직 배향 모드는 원리적으로 시각 특성 상 하나의 결점을 갖고 있다. 수직 배향 모드에서는, 수직 방향으로 동종(hom
ogeneous) 배향을 한 액정 분자와, 투과축이 화면 정면에 대하여 상하와 좌우의 방향을 가리켜 직교하도록 배치한 2장
의 편광판을 이용하여 흑 표시가 이루어진다. 편광판의 투과축에 따른 방향으로부터 화면을 비스듬하게 볼 때에는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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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과축은 직교하여 보이는 위치 관계에 있으며, 또한 동종 배향 액정층은 트위스티드 모드(twisted mode) 액정층
에서 생기는 복굴절도 작기 때문에, 완전한 흑 표시가 얻어진다. 이에 반하여, 편광판의 투과축으로부터 45도 어긋난 
방향으로부터 화면을 비스듬하게 보면, 2장의 편광판의 투과축이 이루는 각이 90도로부터 어긋나도록 보이는 위치 관
계에 있는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투과광이 복굴절을 일으켜 빛이 누설되므로 충분한 흑 표시가 얻어지지 않고, 콘
트라스트가 저하하게 된다. 수직 배향 모드에서는, 흑 표시시에서의 액정층은 정면 방향과 경사 방향에서의 지연의 변
화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IPS 모드 이상으로 45도의 방향으로부터의 콘트라스트의 저하가 현저하다.
    

    
도 1은 종래 기술의 수직 배향 모드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콘트라스트 곡선의 계산 결과이다. 망점 부분은 콘트라스트 
50 이상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편광판의 편광축에 대하여 45도의 각도에서의 콘트라스트의 저하가 4방향(방위각 
0도, 90도, 180도, 270도)에서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방향에서 콘트라스트의 저하가 생기는 결과, 흑으
로부터 중간조의 영역에서 휘도의 반전도 생기고 있다. 이러한 4방향에서의 콘트라스트의 저하가, 시각 특성이 매우 좋
은 수직 배향 모드의 결점이었다. 본원 발명은 360도 전방위, 극각(polar angle) 0도 내지 80도의 영역에서 완전한 콘
트라스트 보상이 가능한 수직 배향 모드의 액정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원 발명은, 소정 방향의 투과축을 갖는 제1 편광판과,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와, 수직 배향한 부의 유전율 이방성을 갖
는 네마틱 액정 분자로 이루어지는 액정층과, 상기 소정 방향과 수직인 투과축을 갖는 제2 편광판을 이 순서로 구비하
며, 상기 액정층과 상기 2축 광학 이방성 시트 사이 또는 상기 액정층과 상기 제2 편광판 사이에 1축 광학 이방성 시트
를 더 갖는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원 발명은, 상기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지연이 상기 액정층의 지연의 75% 이상 100% 이하인 액정 표시 장
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원 발명은, 상기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면내 지연이 190㎚ 내지 390㎚인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원 발명은, 상기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두께 방향의 지연이 0.28 내지 0.67인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원 발명은, 상기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면내 지연이 205㎚ 내지 315㎚이고, 두께 방향의 지연이 0.3 ∼ 0.6
5인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원 발명은, 상기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면내 지상축이 상기 제1 편광판 또는 상기 제2 편광판의 투과축과 대
략 평행한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원 발명은, 상기 1축 광학 이방성 시트가 상기 제2 편광판과 일체화하여 설치되어 있는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원 발명은, 상기 1축 광학 이방성 시트가 트리-아세틸 셀룰로스인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액정 표시 장치에는 여러가지 방식의 것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액정층이 빛을 최대한 투과하는 밝은 표시(brigh
t display) 상태, 즉 백 표시 상태를 실현하는 쪽이 빛을 최대한 차폐하는 최대 농도 표시 상태, 즉 흑 표시 상태를 실현
하는 것보다도 용이하다. 따라서, 표시 콘트라스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흑 표시를 고농도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각 종의 액정 표시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여 충분한 흑 표시를 달성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다. 종래로
부터 널리 이용되고 있는 트위스티드 네마틱 모드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무통전시 또는 통전시에서는 액정 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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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상태 또는 수직 배향 상태가 되지만, 회전 상태에서 흑 표시를 실현하는 것보다도 동종 수직 배향 상태에서 흑 표
시를 실현하는 쪽이 용이하다. 그 때문에, 통전시의 수직 배향 상태에서 흑 표시로 되는 구성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많
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액정층의 상하에 편광판이, 그 편광축이 직교하도록 설치된다. 이 경우, 무통전시에서는 
한쪽의 편광판을 투과하여 직선 편광이 된 빛은 액정층에서 회전하고, 반대측의 편광판으로부터 출사되어 백 표시가 되
므로, 이러한 구성을 노멀리 화이트(normally white)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반하여, IPS 모드나 수직 배향 모드에서
는 무통전시에서 동종 배향으로 되어 있으므로, 무통전시에 있어서 흑 표시가 되는 구성, 즉 노멀리 블랙(normally bl
ack) 쪽이 조정이 용이하다. 따라서, IPS 모드 및 수직 배향 모드에서는 노멀리 블랙 쪽이 널리 채용되고 있다.
    

    
도 2는 종래 기술의 수직 배향 모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2장의 전극(도시하지 않음) 사이에 삽입된 액정층(10)의 
상하에는 편광판(12, 14)이 2장 배치되며, 편광판(12)의 투과축(18)과 편광판(14)의 투과축(20)이 직교하고 있다. 
편광판의 정면 방향으로부터 입사된 광은 투과축 방향으로 편광면을 갖는 직선 편광으로 되며, 편광면과 액정 지상축는 
동일 방향 또는 수직 방향에 있으므로, 직선 편광의 편광면은 회전되지 않고서 액정층(10)을 투과하고, 반대측의 편광
판에서 차단됨으로써, 흑 표시가 얻어진다.
    

    
그런데, 편광판으로부터 비스듬하게 입사된 빛은 반대측의 편광판에서 차단되지 않는다. 본 출원인은 그 원인을 분석적
으로 해석하여, 이하의 생각에 기초하여 수직 배향 모드에서의 흑 상태의 보상을, 이론상 거의 완전하게 또한 간단하게 
행하는 방법을 확립하였다. 즉, 제1로, 편광판 편광축에 대한 45도 방향(빛이 빠져 나오는 방향)의 액정층의 지연을 제
로로 하기 위해서, 1축 광학 이방성 시트를 이용하여 보상한다. 이와 같이 하면, 직선 편광은 액정층 및 1축 광학 이방
성 시트를 통과한 후에도 직선 편광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2로, 편광판의 투과축에 대하여 평행 또는 수직인 방향의 지
상축을 갖는 λ/2판에 상당하는 2축 광학 이방성 시트를 추가한다. 이와 같이 하여, 직선 편광의 편광축을 출사측의 편
광판에서 완전하게 차단되는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
    

    
도 3 및 도 4는 본원 발명의 액정 표시 패널의 층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기판(24) 및 기판(26)의 표면에는 각각 전극
(28) 및 전극(30)이 설치되며, 이들의 한쌍의 기판과 전극 사이에는, 수직 배향한 부의 유전율 이방성을 갖는 네마틱 
액정 분자(23)로 이루어지는 액정층(22)이 삽입되어 있다. 가장 외측에는 한쌍의 편광판(32, 34)이 설치되고 있다. 
1축 광학 이방성 시트(36)가 기판(26) 또는 기판(24)에 인접하는 위치에 설치되며, 2축 광학 이방성 시트(38)가 편
광판(34)에 인접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에 의한 제1 보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극각을 θ로 하면, 액정층의 Δn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Δn={none /(no
2 sin2 θ+ne

2 cos2 θ)1/2 }-no

여기서, ne는 이상광(extraordinary light)에서의 액정의 굴절률, n o는 상광(ordinary light)에서의 액정층의 굴절률
이다. 따라서, 경사로부터 본 경우의 액정층의 지연은,

Δnd(LC)=Δn×d/cosθ

가 된다. 여기서, d는 액정층의 두께이다. 마찬가지로, 경사로부터 볼 때의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지연은,

Δnd(Film)=ΔN×D/cosθ

여기서, D는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두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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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N={NoNe /(No

2 sin2 θ+Ne
2 cos2 θ)1/2 }-No

이다. 액정층이 갖는 지연이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에 의해서 보상되기 위해서는,

Δnd(LC)+Δnd(Film)=0

이 성립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따라서, 예를 들면 액정층이 정(+)의 굴절률 이방성을 갖는, 즉 n eno인 경우에는, 시트
는 Ne< Ne , 즉 부의 굴절률 이방성을 갖는 것이 필요해진다.

    
다음에,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에 의한 제2 보상에 대해서 설명한다. 경사로부터 본 경우에는 상하가 직교하고 있는 편
광판의 편광축이 외관상, 직교로부터 어긋난다. 편광판으로부터 비스듬하게 입사된 빛은 반대측의 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성분을 갖기 때문에, 반대측의 편광판에서 차단되지 않고 투과하는 빛이 생기고, 따라서 충분한 흑 표시가 얻어
지지 않아 콘트라스트가 저하된다. 경사로부터 편광판에 입사된 빛이 반대측의 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성분을 갖는 
것은, 직교하여 X 문자를 형성하는 2개의 화살표를 바로 위에서 보면 2개의 화살표는 직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사로부터 보면 X 문자가 왜곡되어, 2개의 화살표가 이루는 각도가 90도로부터 어긋나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사로부터 볼 때 생기는 콘트라스트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액정층과 편광판 사이에 이하와 같은 
특성을 갖는 2축 광학 이방성의 광학 보상 시트를 설치한다.
    

    
본원 발명의 이축성의 광학 보상 시트는, 직선 편광의 편광축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이용한다. 경사의 방위각 방향으로
부터 편광판에 입사되어 직선 편광으로 된 빛의 편광축이 그대로 직진한 것에서는, 반대측의 편광판에 도달할 때는 직
선 편광의 편광축과 반대측의 편광판의 편광축은 직교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 편광을 도중에 회전시키는 것이다. 특히 
바람직한 광학 보상 시트는 λ/2판에 가까운 특성을 나타내는 시트이다. λ/2판은 지연이 Δnd=λ/2(λ는 빛의 파장)
라는 값을 갖는 것이며, λ/2판의 지상축으로부터 편광면이 φ 어긋난 직선 편광이 입사되면 직선 편광을 2φ 회전시키
는 성질을 갖는다. 여기서,
    

Δnd=(nx-ny)×d

단, nx는 시트 면내의 굴절률 최대치 최대 방향(x축)의 굴절률

ny는 시트 면내에서 x축과 직교하는 방향(y축)의 굴절률

d는 시트의 두께

이다. 광학 보상 시트의 지연이 λ/2에 가까울수록 출사측의 편광판에 도달한 빛이 직선 편광에 가까워진다. 본원 발명
의 액정 표시 장치에 이용하는 광학 보상 시트로서는, 그 지연치가 가시광의 파장 영역인 약 380㎚ 내지 약 780㎚의 
1/2배, 즉 약 190㎚ 내지 약 390㎚이면 유효하게 작용하고, 가시광에 대해서 경사로부터 본 경우의 콘트라스트를 향상
시켜, 시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경사로부터 보기 때문에 직선 편광이 출사측의 편광판의 투과축에 수직으로부터 어긋난 만큼을 이러한 λ/2판에 상당
하는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에 의해 직선 편광을 직선 편광 그대로 회전시켜 원래대로 복귀함으로써, 보다 흑 표시 농도
를 높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2축 광학 이방성 시트는, 정면 방향으로부터의 빛에 대해서는 아무런 광학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지만, 경사 방향으로부터의 빛에 대하여 λ/2판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하 이점을, 정면 방향
으로부터 보았을 때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면내 지상축 중 어느 한쪽의 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해지도록 배치한 경우
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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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경사 방향으로부터 보았을 때의 2장의 편광판의 투과축(52, 54) 및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지상축(58)의 위
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에는 2개의 고유의 편광축과 그에 대응하는 굴절률이 존재하고, 그 중 
굴절률이 큰 쪽의 축을 지상축이라고 한다. 상하의 편광판의 흡수축은 45도의 방위각 방향에서 보면 편평한 X 문자가 
되지만, 편광판의 투과축 즉 편광축은 편광판의 흡수축과 직교하므로 투과축(52, 54)은 세로 길이의 X로 된다. 2축 광
학 이방성 시트의 지상축(58)이 투과축(52)과 어긋나 있는 것은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두께 방향의 굴절률이 면내 
굴절률과 다른, 즉 이축성이기 때문이다. 투과축(52)과 투과축(54)은 90도로부터 각도 φ만큼 어긋나 있다. 방위각 방
향 45도, 극각 방향 θo일 때의 φ는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 있다[P. Yeh, J. Opt. Soc. Am., 72, P. 507(1982)].

수학식 1

로 나타낸다. 지상축이 지상축(58)의 방향 혹은 지상축(58)과 수직인 방향이고, λ/2판의 특성을 갖는 2축 광학 이방
성 시트를 이용하면, 입사측의 편광판을 통과한 빛의 편광면[투과축(52)과 동일 방향]과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지상
축(58)이 이루는 각도가 φ/2 혹은 (φ/2+90도)이므로, 직선 편광의 편광면은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에 의해 각도 φ 
또는 (φ+180도)만큼 회전한다. 따라서, 직선 편광의 편광면은, 축[56 ; 투과축(54)과 직교]과 일치하고, 따라서 출
사측의 편광판에서 빛을 거의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상의 고찰에 기초하여 실험을 행하고, 두께 방향의 
지연 Nz가 0.5 부근에서 콘트라스트가 최대가 되는(즉, 2축 광학 이방성 시트가 λ/2판에 가장 가까운 물질을 갖는) 
것이 판명되었다. 여기서 Nz는,

Nz=(nx -nz)/(n x -ny )

로 나타낸다. Nz=0.5인 경우에는 지연 값이 각도 의존성을 갖지 않는 것이 보고되고 있으며[H. Mori, P. J. Bos : ID
RC'97 Digest M-88 (1997)], 경사 방향에서도 지연 값이 λ/2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N z를 갖는 것은 
한층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와 2축 광학 이방성 시트를 조합함으로써, 수직 배향 모드에서의 완전한 흑 상태의 
보상을 실현할 수 있다. 2장의 편광판 사이에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와 2축 광학 이방성 시트가 존재하면 효과적인 광학 
보상을 행할 수 있지만, 최대한의 광학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최적 조건의 2축 광학 이방성 시트를 이용하면 직선 편광을 직선 편광 그대로 회전시킬 수 있으므로, 2축 광학 이
방성 시트와 편광판 사이에 액정층이나 1축 광학 이방성 시트가 없는 구성 쪽이, 완전한 흑 보상을 행하기 위해서는 유
리하다. 다음에, 액정층의 지연의 영향을 받은 빛이 광학적인 영향을 더 받기 전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액정층과 1축 광
학 이방성 시트가 인접한 위치 관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위치 관계는 기판 및 전극을 제외
하고 생각하면, 편광판(34), 2축 광학 이방성 시트(38), 1축 광학 이방성 시트(36), 액정층(22), 편광판(32)의 순서
(도 3), 또는 편광판, 2축 광학 이방성 시트, 액정층, 1축 광학 이방성 시트, 편광판의 순서(도 4)이다.
    

    
1축 광학 이방성 시트는 편광판에 일체화하여 설치해도 된다. 1축 광학 이방성 시트는, 편광축이나 액정층의 지상축과
의 얼라이먼트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편광판에 일체화해도 필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용이하다. 특히, 편광판이 
보호층으로서 트리-아세틸 셀룰로스(TAC)를 갖는 경우에는 편광판의 액정층측의 TAC의 도포막을 통상의 보호층의 
두께보다도 후막화함으로써, 1축 광학 이방성 시트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전형적으로는, 보호층으로서의 
TAC는 예를 들면 50㎚ 전후의 지연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액정층의 지연의 취소를 위해 필요한 1축 광학 이방성 시트
는 예를 들면 300㎚ 전후의 지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상당하는 후막의 TAC 도포막을 설치함으로써 
본 발명에 적합한 1축 광학 이방성 시트로서의 특성도 편광판에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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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이하에 실시예를 나타내어, 본원 발명의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들의 실시예는 본원 발명의 내용의 구체예
를 나타내는 것으서, 본원 발명이 이들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에서는, 존스 매트릭스(john's matri
x)를 이용한 광학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하여 검토하고 있다.

액정 셀이나 전극·기판, 편광판 등은 수직 배향 모드용으로서 종래부터 이용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액
정셀의 배향은 수직 배향이며, 액정은 부의 유전율 이방성을 갖고 있으며, 수직 배향 모드용으로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
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액정셀의 물질은, 액정의 Δn : 0.081, Δe : -4.6, 액정층의 셀갭 : 4.8㎛로 하였다. 이 때의 
액정의 Δnd는 0.39㎛이다. 액정은 좌우에 배향 분할된다. 배향 분할하기 위한 방식으로서는 돌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러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적합하다. 상하의 편광판의 편광축은 서로 직교시킨다.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z축 방
향의 Δnd=-0.35㎛,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xy 평면의 Δnd=275㎚, N z=0.5,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xy 면내의 
지상축은 2개의 편광판 중 어느 한쪽의 편광축과 평행하게 한다.

이와 같이 하여, 가시광의 대표적인 값인 550㎚의 파장을 이용하여 광학 계산하면, 흑 상태, 즉 무전화 상태에서 흑의 
시각의 부상(concentration)이 전혀 없고, 전방위에서 광학 보상할 수 있다. 도 1이 시트가 없는 경우의 계산 결과인데 
반하여, 도 6은 시트가 있는 경우의 콘트라스트의 시각 특성의 결과를 나타낸다. 도 1 및 도 6에서는 극각이 0-80도에
서 전 방위각의 범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검은 부분이 콘트라스트 50 이상이 되는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의 2축 광학 이방성 시트는, 이상적으로는 (nx -ny )×d=270㎚이고, N z=0.5일 때 가장 효과를 발휘한다. 도 7은 
(nx -ny )×d(가로축)와 Nz(세로축)가 변화할 때의 콘트라스트의 값을 나타낸다. 사선 부분은 방위각 90도, 극각 방향 
80도인 경우의 콘트라스트가 10 이상이 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n x -ny )×d=270㎚에서, N z=0.5인 곳을 중심
으로, (nx -ny )×d가 200㎚ 내지 320㎚, N z가 0.25 내지 0.7일 때 크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축 광학 이방성 시트는 상하 중 어느 한쪽의 편광판의 편광축과 매우 평행한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략 평행하며, 구체
적으로는 평행으로부터 ±2도 어긋난 범위 내이면 충분히 실용 가능하다. 도 8은 편광판의 편광축과 시트의 지상축이 
이루는 각도 Φ와 정면 콘트라스트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2도의 범위에서는 정면 콘트라스트가 100 이상의 값이 
얻어지고 있으며, 이 Φ의 범위에서 2축 광학 이방성 시트를 이용할 수 있다.

    
액정층의 Δnd가 다르더라도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지연치를 변경함으로써 흑 레벨의 보상이 가능하다. 도 9는 액정
층의 Δnd가 390㎚인 경우의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Δnd와 콘트라스트의 관계를 구한 결과이다. 콘트라스트는 극각 
80도, 방위각 90도이다. 실제의 시트의 Δnd는 부의 값이며, 도 9의 가로축은 시트의 Δnd의 절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최적의 시트의 Δnd는 355㎚ 정도이며 300㎚ 내지 390㎚의 범위에서 콘트라스트 5 이상이 얻어지고 있다. 이러한 바
람직한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Δnd는 도 10의 사선으로 나타낸 범위이다. 도 10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1축 광학 이
방성 시트의 Δnd가 액정층의 Δnd의 75 내지 100%인 경우에, 1축 광학 이방성 시트를 이용하여 현저한 효과가 얻어
지고 있다.
    

    발명의 효과

수직 배향 모드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와 2축 광학 이방성 시트를 조합함으로써, 2축 광학 이방
성 시트를 1장만 이용하는 구성이라도, 정면 방향의 특성을 아무런 변경시키지 아니하면서, 경사 방향의 시각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2축 광학 이방성 시트가 1장만으로도 완전한 보상이 가능한 점은 이하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매우 유리하다. 우선, 2축 
광학 이방성 시트는 1축 광학 이방성 시트보다도 일반적으로 비싸므로 비용이 줄어든다. 또한, 얼라이먼트 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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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축 광학 이방성 시트가 1장뿐이므로, 제조 프로세스가 간소해진다. 또한, 액정층의 Δnd가 변경되어도 2축 광학 이
방성 시트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지연의 조정이 용이한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변경으로 대응할 수 있다. 1축 광학 
이방성 시트는 편광판과 용이하게 일체화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전체로서 시트를 1장 생략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리하
다. 또한, 인접하는 편광판의 편광축과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와의 위치 관계가 평행한 경우뿐 만 아니라, 수직인 경우에
도 구성될 수 있으므로 설계 상의 여유도가 향상된다.
    

또한, 소정의 지연을 갖는 2축 광학 이방성 시트를 이용함으로써 이론 상 완전한 광학 보상을 실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 방향의 투과축을 갖는 제1 편광판과,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와,

수직 배향한 부(-)의 유전율 이방성을 갖는 네마틱 액정 분자로 이루어지는 액정층과,

상기 소정 방향과 직교하는 투과축을 갖는 제2 편광판을 이 순서로 구비하고,

상기 액정층과 상기 2축 광학 이방성 시트 사이 또는 상기 액정층과 상기 제2 편광판 사이에 1축 광학 이방성 시트를 
더 갖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지연(retardation)과 상기 액정층의 지연은 정부(正負)가 반대이며, 또
한 상기 1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지연의 절대치가 상기 액정층의 지연의 절대치의 75% 이상 100% 이하인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면내 지연이 190㎚ 내지 390㎚인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두께 방향의 지연이 0.28 내지 0.67인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면내 지연이 205㎚ 내지 315㎚이고, 두께 방향의 지연이 0.3 내지 0.6
5인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2축 광학 이방성 시트의 면내 지상축(遲相軸)이 상기 제1 편광판 또는 상기 제2 편광판의 투과
축과 대략 평행한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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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1축 광학 이방성 시트가 상기 제2 편광판과 일체화하여 설치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1축 광학 이방성 시트가 트리-아세틸 셀룰로스인 액정 표시 장치.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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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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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 12 -



등록특허 10-0338210

 
도면 6

도면 7

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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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도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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