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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액정소자 및 액정소자의 구동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회로도.

제2도는, 제5도, 제7도, 제8도, 제9도, 제11도, 제13도는 실시예의 구체적인 회로도.

제3도, 제4도, 제6도, 제10도, 제12도, 제14도, 제15도는 구동파형을 나타낸 도면.

제16도는 실시예의 단면도.

제17도는 시험용 소자의 단면도.

제18도, 제19도, 제20도, 제21도는 강유전성 액정의 기본특성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액정소자에  관한  것이며,  특히  쌍안정성(雙安定性)을  가진  강유전성  액정(强誘電性 液
晶)을 조합한 액정th자와 그 구동방법에 관한 것이다.

액정소자는  디스플레이,  광셔터,  편광기(偏光器)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액티브매트릭스 디스플
레이는  표시부에  박막트랜지스터(TFT)  등의  스위치소자를  형성하고,  액정  등의  전기광학특성을  가진 
물질을  적층한  디스플레이이며,  다주사선이고  고도로  정밀하고,  큰  면적에  사용하는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방식이다.  TN  액정이나  게스트호스트액정  등  광투과특성이  인가전압의  실효치에  의존하는 액
정과  TPT를  적층한  액티브매트릭스를  형성할  경우에는,  TFT의  오프저항 Roff 이  충분히  크고,  온저항 

Ron 이  충분히  작으며,  액정자체희  전류리크에  의한  시정수(時定數)가  충분히  클  경우에는, 주사선수

가  많은  디스플레이가  형성가능하지만,  상기  각  파라미터중  하나라도  불충분한  것이  있으면  특성이 
양호한 디스플레이를 형성할 수 없다.

TN  액정  등,  표시상태가  인가전압의  실효치에  의존하는  액정을  사용한  액티브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구동특성은  본  발명자들이  1983년,  일본국  텔레비전학회  전국대회  예고집(豫稿集)  121-122  페이지에 
발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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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보면,  박막트랜지스터(TFT)등의  스위치소자의  오프저항 Roff 을  파라미터로  하여  액정층에 

인가되는  전압파형을  계산하면,  표시가능한  조건은  선택전압의  실효치 Vs ,  비선택전압의  실효치 Vns

로 하여Vs＞V ns  이며,  스위치소자의  오프저항이  클수록  앙호한  표시특성이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TN  액정을  액티브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경우에는  스위치소자의  오프저항 Roff

을 충분히 크게하는 방향으로 개량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를  조명하기  위한  광원의  광작용에  의해  TFT  소자의  오프저항이 저하
되어버리는  현상  등이  알려져  있다.  이것에  대해,  비정질실리큰  TFT에서는  채널부에  입사하는  광을 
차단하기위한  금속막을  적층하는  방법이나,  다결정실리콘  TFT에서는  소자구조를  바꾸는  방법  등에 
의해  오프저항 Roff 을  크게  유지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으나,  소자의  제조공정이  복잡해진다는  것, 또

는  강렬한  광에  대해서는  오프저항 Roff 의  저하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액티브매트릭스용의 스위치소

자의 특성으로서 충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현상이다.

또,  액정자체가  메모리성을  가진  강유전액정이  클라크(N.A  Clark)  등에  의해  발표(Applied  Physics 
Letter  36(11),  899-901  페이지,  또는  Molecular  Crystal  ＆  Liquid  Crystal  Vol  94,  213∼234 페이
지,  또는  일본국  특개소  56-107216호  등)되어  있으나,  실제의  디스플레이에  응용하는  경우의  검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본  발명의  목적은  쌍안정성을  가진  강유전성  액정을  액티브매트릭스에  사용하여,  다주사선이며 정보
량이 많은 액정소자를 구성하기 위한 소자구성 및 그 구동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은  강유전성  액정에  발견되어  있는  메모리특성,  나아가서는  본  발명자가  실험에  의해  발견한 
여러현상을 이용하여, 액티브매트릭스 액정소자 및 그 구동방법을 구성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의  액정소자의  구동방법의  제1의  특징으로  하는  것은  표시전극간에 쌍
안정성을  가진  강유전성  액정을  협지하여  이루어지고,  복수의  주사전극과  복수의  신호전극과의 각각
의  교점에  스위치소자를  설치하고,  상기  각  스위치소자와  상기  표시전극의  한쪽과의  접속점에 제어
소자를  설치한  액정소자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소자가  오프일  때  파고치(波高値)의 절대
치가 상기 강유전성 액정의한 계치( |Vth |  )  미만으로 유지되는 전압을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하

고 상기 스위치소자가 온일 때 파고치의 절대치가 상기 한계치( |Vth |  )  미만인 제1의 전압신호를 상

기  강유전청  액정에  인가하여,  광투과상태를  유지시키고  상기  스위치소자가  온일  때  파고치의 절대
치가 상기 한계치 ( |Vth |  )  이상인 제2의  전압신호를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하여,  광투과상태를 

변화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액정소자의  구동방법의  제2의  특징으로  하는  것은  표시전극간에  쌍안정성을  가진 강유전
성  액정을  협지하여  이루어지고,  복수의  주사전극과  복수의  신호전극과의  각각의  교점에 스위치소자
를  설치하고  상기  각  스위치소자와  상기  표시전극의  한쪽과의  접속점에  제어소자를  설치한 액정소자
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소자가  오프일  때  파고치의  절대치가  상기  강유전성  액정의 한계
치  ( |Vth |  )  미만으로  유지되는  전압을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하고  상기  스위치소자가  온일  때 

파고치의  절대치가  상기  한계치( |Vth |  )  미만인  제1의  전압신호를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하여, 

광투과상태를  유지시키고,  상기  스위치소자가  온일  때  파고치의  절대치가  상기  한계치  ( |Vth |  ) 이

상인  고정의  값의  제2의  전압신호를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하여,  광투과상태를  소정의  상태로 
하고,  파고치의 절대치가 상기 한계치 ( |Vth |  )  이상이고,  또한  상기 제2의  전압신호와는 역극성(逆

極性)의  제3의  전압신호를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하여,  광투과상태를  변화시키는  단계로 이루어
지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액정소자의  특징으로  하는  것은  표시전극간에  쌍안전성을  가진  강유전성  액정을  협지하여 
이루어지는  액정소자에  있어서,  복수의  주사전극과  복수의  신호전극과의  각각의  교점에 스위치소자
를  설치하고,  상기  각  스위치소자와  상기  표시전극의  한쪽과의  접속접에,  상기  스위치소자가  오프일 
때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의  파고치의  절대치가  상기  강유전성  액정의  한계치  ( |Vth | 

)  미만으로  유지되는  제어소자를  설치하고,  상기  스위치소자는  제어단자가  상기  주사전극에,  한쪽 
주단자가  상기  신호전극에,  다른쪽  주단자가  상기  표시전극외  한쪽에  접속되는  3단자스위치소자인 
것에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본 발명자들이 발견한 다음에 기술차는 실험사실에 의거한 것이다.

먼저, 실험소자의 구성에 대하여 제17도에 따라서 설명한다.

액정소자는  투면전극(18)을  가진  유지,  플라스틱  등의  2매의  투명기판(17),  PET(폴리에틸렌 테레프
탈레이트)  필름스페이서(19),  강유전성(强誘電性)  액정(20)으로  이루어진다.  투명기판(17)의  한쪽은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르화수소산  용액을  사용하여  에칭하고,  제17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스텝부를 
형성해  놓았다.  이와  같은  스텝부를  형성하면,  두께가  2rμ  이하의  필름의  입수가  곤란함에도 불구
하고,  2㎛  이하의  갭(gap)의  액정소자를  안정되게  제작할  수  있다.  강유전성  액정으로서는  제1표에 
나타낸  4성분  혼합재료를  사용했다.  갭은  1.6㎛으로  하고,  투명전극(18)상에는  배향막(配向膜)의 도
포, 러빙 등의 표면처리는 일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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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음에,  액정분자의  배향방향을  기술한다.  먼저,  액정상(液晶相)ㆍ등방상(等方相)  전이온도보다 약
간  높은  온도(이  경우는  120℃정도)까지  가열하여  일단  등방상으로  한다음,  0.1℃/분  정도로 서냉
(徐冷)하여  스맥틱  A상(분자장축이  층면에  수직)으로  했다.  이  때.  액정은 셀측면(액정ㆍ스페이서필
름계면)에서의  계면효과에  의해  분자장축이  이  계면에  평행으로  또한  층이  수직으로  줄지으면서 성
장해  간다.  드디어,  측정에  충분한  영역에  있어서,  양호한  모노도메인을  형성한다.  모노도메인 성장
과정게  있어서는,  분자장축과  층법선이  서로  수직인  스멕틱  A상을  형성하지만,  다시  54℃  이하까지 

서냉하면,  층의  평면성을  유지하면서  분자장축이  층법선으로부터  경사진 스멕틱C
*
 상으로  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소자에  나선이  소실되어  쌍안정성이  출현하고  있는  것을  다음에  기술하는  관찰에 의
해 확인했다.

소장에의  인가전압파형과  소자의  광투과율(이하  밝기라고  표현함)의  관계의  측정결과를  설명한다. 
이들  전기광학특성의  측정은  광강도  검출기를  부착한  편광현미겅  직교  니콜프리즘(Nicol prism)하에
서  파장이  550nm의  단색광원을  사용하여  행하고  시료온도는  실온  23℃로  했다.  분자배향의  쌍안정선 
때문에  이  액정에서는  전기광학적인  메모리성(본  발명자들은  전계제거  후도  수개월이상  기억하는 것
을  확인했음)이  출현하여,  제18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앞에  인가한  펄스와  역극성의  펄스를 인가했
을  때에  비로서  명암(明暗)의  광투과상태가  역전했다.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의  펄스의  극성을  앞에 
인가한  펄스와  동일하게  한  경우는  밝기는  변하지  않는다.  명암의  광투과상태를  완전히  역전할  수 
있는  충분한  폭(시간폭을  가리킴)과  파고치(波高値)를  가진  전압펄스를  인가한다음  동일폭으로 역극
성의  전압펄스(파고치를 VLC 로  나타냄)를  인가할  경우, VLC 의  절대치가  어떤  값  이하(0도  포함)에서는 

광학응답은  일어나지  않는다.  본  발명에서는  광학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한계치전압을, VLC ＞0틴 

경우를 Vth
(+)

, VLC ＜0인  경우를 Vth
(-)

로  정의한다.  또한. -Vth
(-)
＜VLC＜Vth

(+)
인  전압대를  불감대로 정의한

다. 액정에의 인가전압의 절대치 |VLC |를 Vth
(+)

이상,  또는 Vth
(-) 

이상으로 하면, 그 전압치가 클수록 밝

기  B의  변화량은 크다.  그러나,  밝기  B에는  포화치 Vsat
(+)

, Vsat
(-)

가  존재하며,  어떤  전압치이상에서는 

전압의존이 없어진다.

제19c도는  제19a도에  나타낸  2개의  전압펄스를  인가한  경우의  밝기(제19b도)의  측정에서  얻은 것이
다.  즉,  인가신호중  앞의  전압펄스(파고치 V1 )로  밝기의  초기치 Bo 를  정한다.  이  때, V1 이 플러스이

고 충분히 크면  밝기의  초기치 Bo 는  최대치 Bmax 이며,  제2의  전압펄스(파고치 V2 )를  횡축으로 한 그래

프(제19c도)에  있어서의  실선(c)의  특성으로  된다.  또, V1 이  마이너스이고  충분히  크면,  밝기의 초

기치 Bo 가 Bmin 으로  되고, V1 에  대한  특성픈  제19도(c)중의  파선(a)와  같이  된다.  또한, V1 의  임의의 

일정치일 때 밝기의 초기치 Bo가 Bb이면, V1에 대한 특성은 제19도(c)중의 1점쇄선(b)와 같이 된다.

또 앞에 기술한 한계치전압 Vth
(+)
, Vth

(-)
및 포화전압 Vsat

(+)
, Vsat

(-)
을 제19c도중에 나타낸다.

제19c도에  있어서,  펄스폭  τ은  1ms  일정으로  했다.  본  발명자들이  실시예에서  확인한  바,  예를들어 

한계치전압 Vth
(+)

, Vth
(-)

의  양쪽이  모두  초기  상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약  4V,  포화전압 Vsat
(+)

, Vth
(-)

은 

약  11V였다.  그리고,  관찰은 (0.5)
2
mm

2
정도의  영역에서  했지만,  이  영역내에  직경이  수  ㎛~수십  ㎛ 

정도인  2가지  명암상태의  다수의  도메인이  혼재하는  것으로,  밝기의  중간상태가  실현되어  있었다. 
이상의  실험에  의해,  전기광학적인  메모리성과  그것에  대응한  히스테리시스  및  불감대의  존재  즉 VLC

와  B와의  사이의  급준(急濬)한  한계치특성이  확인되었다.  본  발명에서는  이들  메모리성과  불감대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표시소자,  광셔터소자,  편광소자  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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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이  본  발명을  발명하기에  이른  주요실험  결과이지만,  매트릭스구동을  할  경우를  상정하여  다시 

2가지의 실험을 했다.  먼저,  불감대를 약간 넘은 전압 이며 여기서는 5V
로  했음)을  반복하여  인가한  경우의  광학응답을  측정했다.  결과를  제20도에  나타낸다.  여기서, 밝기
는  그  최대치 Bmax 로  규격화한  값을  사용하고  있다.  실험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제20a도와  같이 

동일  극성의  펄스를  반복하여  인가하면  밝기의  변화가  축적되어  가는  것에  대해,  제20b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극성을  순차  반전시키면  축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결과는  밝기를  변화시키고  싶기 않
은  화소에  전압을  인가할  경우에는그  전압치를  불감대내로  억제하거나,  불감대를  넘을  경우에도 동
일극성의  펄스를  계속하여  인가하지  않을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실험에서
는,  펄스  폭  τ을  변화시켜  제19도와  같은  전압과  밝기의  관계를  측정했다.  그  일예를  제21도에 나

타낸다.  퍽스폭  τ을  넓게  해가면  V th
(-)

, Vsat
(-)

 모두가  낮아진다  이  결과는  제19도중의  3가지 특성

(a),  (b),  (c)에  대해  각각  성립되므로,  펄스폭  τ  변조에  의해서도  구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
고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광이  액정소자의  됫면으로부터  투과하는  것으로  행했지만,  같은  결과는  뒷면에 
반사판을  설치한  이른바  반사형  소자로도  성립된다.  또,  액정중에  색소를  혼입한  이른바 게스트-호
스트형 소자에 대해서도 성립된다. 이 경우는 뒷쪽 기판은 투명일 필요는 없다.

다음에,  강유전성  액정과  액티브매트릭스를  조합한  디스플레이의  실시예에  대하여  제1도에  따라서 
설명한다.  박막트랜지스터  등의  3단자  스위치소자(1)  사이에  협지되는  강유전성  액정층(2), 표시전
극(21),  (22),  신호전극배선(4),  주사전극배선(5)  및  저항  등의  제어소자(3)에  의해  1화소가 구성된
다.  이와  같은  화소가  복수의  주사전극과  복수의  신호전극과의  각  교점에  배설되며,  전체로서 액티
브매트릭스를  구성한다.  제어소자(3)를  제외한  구성은  종래부터  공지의  액티브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의  1화소의  구성이다.  3단자스위치소자(1)의  제어단자는  주사전극(5)에,  한쪽의  주단자는 신호전극
(4)에,  다른  쪽의  주단자는  표시전극의  한쪽(21)에  접속된다.  제어소자(3)는  3단자스위치소자(1)의 
다른  쪽의  주단자와  표시전극의  한쪽(21)과의  접속점과,  전위 Vcont 와의  사이에  설치한다.  그리고, 표

시전극(22)은  전위 Vcom 에  접속된다.  본  발명의  특징은  새로  제어소자(3)를  부가하고,  제어소자(3)를 

통해  액정층(2)에  콘트롤신호 Vcont 를  인가하여  액정의  광투과상태를  제어하는데  있다.  콘트롤신호 

Vcont 는  외부에서  주사전압 Vscan 이다  신호전압 Vsig 과  별개로  인가해도,  또  표시부내의  어느  접점의 전

압을 이용하여 인가해도 된다.

여기서,  제1도의  제어소자(3)의  역할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어소자(3)는  스위치소자(1)가  최소한 오
프일때  강유전성  액정(2)에  인가되는  전압의  파고치의  절대치를  강유전성  액정의  한계치(  | V th  | )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강유전성  액정층(2)은  표시상태가  전압(전계)의존성과 메모리특성
을  가지고  있으므로,  TN  액정과  같히  스위치소자(1)가  오프의  경우에도  액정층의  전압을  유지할 필
요가  없다.  즉,  표시해야  할  화소가  주사전극(5)에  주사전압이  인가되어,  스위치소자(11)가  온일 때
에  스위치소자(1)를  통해서,  신호전극(4)으로부터  신호전압이  액정층(2)에  인가된다.  이  인가전압의 

절대치가 불감대폭(Vth
(-)
,Vth

(+)
)이상의  전압이면  액정층(2)의  상태가  인가전압에  대응하여  결정된다. 

그후,  스위치소자(1)가  온으로  되어  액정층(2)에  한계치(  | V th  |  )  미만의  어떠한  전압이 인가되어

도,  액정(2)의  상태는  변화하지  않는다.   즉,  제어소자(3)는  스위치소자(1)가  온으로  되어  불감대폭 
이상의  신호전압을  기입할  때에는  액정층에  인가되는  전압치를  불감대폭  이상으로,  또 스위치소자
(1)가  온이라도,  한계치(  | V th  |  )  미만의  신호전압이  액정(2)에  인가될  경우,  및  스위치소자가 오

프일 경우 등에는 불감대폭 미만으로 전압을 제어하는 역할도 가지는 것이다.

다음에,  구체적인  회로의  구성예를  근거로  본  실시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2도는 제어소자
(3)로서  저항치  R의  저항(5)의  일단을  주사전극배선(5)에  접속한  것이다.  이  때,  스위치소자(1) (이
하  스위치소자를  박막트랜지스터:  TFT로서  설명함)의  온저항을 Ron ,  오프저항을 Roff 라고  하면 Ron＜R

＜Roff 의  범위내에서  저항(6)의  값  R을  정한다.  제1도의  콘트롤전압 Vcont 은  주사전압 V scan  그  자체를 

사용한다.

제2도의  회로의  인가전압파형의  일실시예를  제3도에  나타낸다.  제3도의  파형은  2계조(二階調)표시의 
파형이며, Vscan1 , Vscan2, ‥  는  주사전극(5)에  인가되는  주사전압, Vsig1 는  선택화소에  인가되는 신호전

압, Vsig2 는  비선택화소에  인가되는  신호전압, V1c1 ,은  선택  화소의  액정층에  인가되는  전압, V1c2 는 비

선택화소의  액정층에  인가되는  전압이다.  여기서,  설명의  편의상  편의적으로  선택화소로서  액정층에 
플러스의 전압이 인가되는 화소, 비선택화소로서 마이너스의 잔압이 인가되는 화소로 하고 있다.

또,  제3도의  신호전압 Vsig1 , Vsig2 은  각각  선택화소,  비선택화소중에서  가장  인가전압조건이  엄격한 

화소의  전압파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조건에  있어서도  표시가  가능하면  어떠한  표시상태에 있
어서도  표시가  가능하다.  또,  액정층(2)에  인가되는  전압에  대해서는  선택화소,  비선택화소 저항
(6)의 효과를 보기위해 저항(6)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파형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인가파형의  전압레벨은  다음과  같이  하여  결정한다.  즉,  주사전압 Vscan 의  고레벨전압을 Vscan
(+)

, 저레

벨전압을 Vscan
(-)

,  신호전압 Vsig 의  고레벨전압을 Vsig
(+)

,  저레벨전압을 Vsig
(-)

, 공통전극(대향전극)전압

을Vcom ,  TFT의  온저항을 Ron ,  오프저항을 Roff ,  저항(6)의  값을  R로  하고,  주사기간내에  액정층(2)이 

충분히  충방전  가능하도록  액정층의  용량과  각  저항치가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  또,  간단히  하기 위
해 Ron＜R＜Roff 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이  조건은 R/Ron ,  또는 Roff/Ron 의  값이  10  이상 정도

13-4

특1993-0010456



의  값이  기준으로  되므로,  그다지  엄격한  조건은  아니며,  일반  TFT에  있어서는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때,  선택화소에  있어서  TFT소자(1)가  온으로  되는  주사기간에  파고치의  절대치가 
한계치(|Vth |)  이상인  제2의  전압신호가  인가되고,  TFT소자(1)가  오프로  되는  비주사기간내에 파고치

의 절대치가 한계치(|Vth| ) 미만인 제1의 전압신호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다.  한편,  비선택화소에  있어서,  TFT소자(1)가  온으로  되는  주사  기간에  있어서,  불감대의  저레벨 
Vth 에  마이너스의  전압이  인가되고,  TFT소자(1)가  오프로  되는  비주사기간내에  불감대내의  전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다.  이와  같은  전압조건  및  전술한  바와  같은  각  저항간의  값을  취함으로써,  액정에  인가되는 전
압은 제3도의 V1c1 , V1c2 와  같은  파형으로 할  수  있다.  즉,  선택화소에 있어서는 TFT소자가 온이며 화

소가 주사되었을 때만, 불감대의 상한 즉 한계치 Vth
(+)
를 전압이 넘어 액정의 광투과상태가 

변화하고,  표시정보가  메모리되며,  TFT소자(1)가  오프이며  화소가  주사되지  않을때에는  액정에 인가
되는  전압의  파고치의  절대치는  한계치( |Vth |  )  미만으로  유지되므로,  표시정보도  유지된다.  또, 비

선택화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TFT소자(1)가  온으로  되어  화소가  주사되었을때만,  불감대의  하한 

즉  한계치전압 Vth
(-)

 이하의  전압이  인가되어  표시정보가  메모리된다.  한편,  저항(6)을  접속하지 않

을  경우는  TFT소자(1)의  오프저항 Roff 을  통한  리크전류  때문에  액정소자의  전압이  화소가  선택되지 

않은  기간에,  불감대를  넘어버려  광투과  상태가  변화하여  표시정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  해석은 R on ＜Roff 의  가정하에서  행했지만, Ron＜R＜R off의  조건이  성립하도록  저항(6)을  결정하고, 

각 저항의 분할에 의한 액정층에의 인가전압을 계산함으로써 구동이 가능하다.

본  실시예와  같이,  저항(6)을  부가하고,  강유전성  액정과  액티브  매트릭스를  조합하며, 스위치소자
에 요구되는 특성이 대폭 완화된다.

즉,  종래의  액티브매트릭스에서는  액정층에의  기입시간을  결정하는  스위치소자의  온저항 Ron 과, 액정

층의  전압을  유지하기  위한  스위치  소자의  오프저항 Roff ,이  각각의  절대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 

Ron 과 Roff 와의  비(온·오프비) Roff/Ron 도  표시화소수가  wmd가함에  따라 10
4
또는  그  이상의  값이 요구되

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인가전압을  결정하는  요인은 Ron , Roff 와  R와의 관계

이며,  TFT  등의  스위치소자의 Ron,Roff ,에  맞추어서  R을  형성하면  된다.  또한,  액정층의  전압은  이들 

저항의  분할비(分割比로  결정하므로 Roff/Ron 의  비도  그다지  크게  취할  필요는  없다.  또,  종래 액정층

의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형성하고  있던  스토리지캐패시터도  형성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본 발
명은 액티브매트릭스 형성에 유효하다.

다음에,  제2도의  회로구성을  이용하여  중간조(中間調)  표시를할  경우의  구동파형의  일실시예를 제4
도에나타낸다.  강유전성  액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간조표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을 주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들면 불감대의 상한 Vth
(+)

보다  약간  큰  전압펄스 Vp 를  인가함으로써, 액정

소자의  광투자상태가  중간적인  값으로  안정되며,  중간조의  표시를  얻을  수  있지만,  만약  이 전압펄
스 Vp 를  계속  인가하면  광투과  상태가  변화해  버리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기술했다.  즉, 

강유전성  액정에서는  전압펄스인가  이전의  인가펄스의  전력(前歷)이  다음의  광투과  상태를  결정하는 
현상이  있다.  이  현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구동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구동방법이  복잡해진다. 
제4도의 실시예는 액정층에 가해지는 전압을 한번 액정소자의 광투과율이 가장 작아지도록 
인가하고, 다음에 필요한 중간조의 투과율을 얻는 전압을 인가하는 구동파형이다.

즉,  스위치소자가  온일때  파고치의  절대치가  한계치( |Vth |  )  이상  [바람직하게는  포화치( |Vsat | )이

상]인  제2의  전압신호를  인가하여,  액정층의  광투과  상태를  포화상태로  해  두고,  다음에  파고치의 
절대치가  한계치( |Vth |  )  이상이며  또한  제2의  전압t신호와는  역극성의  제3의  전압신호를  액정에 인

가하여,  중간상태로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방법은  액정층의  상태의  전력이  일단  마이너스의 
펄스에  의해  클리어되므로  중간상태는  신호전압 Vsig 의  크기에  대응하여  얻어진다.  이  구동방법의 상

세한  동작을  다음에  기술한다  제1행째의  화소,  제2행째의  화소,‥‥의  주사전극에  인가되는 주사전
압을 Vscan1 , Vscin2, ‥로  하고,  어떤  열의  신호전극에  인가되는  신호전압을 Vsig 로  한다.  또,  TFT(1)의 

온저항 Ron ,  저항(6)을  통해  액정층에의  충방전은  신속히  행해지는  것으로  했을  때의  액정층에 인가

되는 전압파형은 V1c1 ,V0c2로 된다.

먼저,  제1행째가  주사되고  있는  기간 t1,t2 중 t1 의  기간에서는  주사전압 Vscan1 은  TFT소자의 한계치전

압보다  낮은  전압이  인가되고  있으므로  TFT소자는  오프상태(TFT는  N채널형으로  되어  있음)이며, 소

스ㆍ드레인간은 Roff 의  저항으로  되어  있다.  이때,  액정층의  대해 Vscan
(-)

과 Vsig1 과의  전압  및 Roff 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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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저항에 의한 전압이 인가되며, 그 크기 V(t1)는

로 된다. 여기서, Roff가 R에 비해 충분히 크다고 하면 우변 제2항 로 된다. 을 강

유전성  액정의  불감대의  하한  즉  한계치 Vth
(-)

 보다  작은  값으로  함으로써, t1 의  기간중에는  액정은 

마이너스의  값으로  클리어된다.  다음에, t2 의  기간에서는  TFT소자의  한계치전압 Vth 보다  큰  주사전압 

Vscan
(+)

이  인가되므로,  TFT소자는  온상태로  되며,  소스ㆍ드레인간은 Ron 의  저항으로  된다.  이때, 액정

층에 인가되는 전압 V(t2)은

로  되고,  R이 Ron 에  비해  충분히  큰  것이라고  하면 윗식은 로  되고,  신호전압 Vsig 이 

액정층에  인가된다.  이와  같이,  신호전압 Vsig 의  레벨을  변조함으로써,  강유전성  액정을  사용한 계조

표시를 실현할 수 있다.

제5도는  제1도에  있어서  제어전압 Vcont 을  인접하는  화소의  주사전극의  전압으로  한  변형예이다.  그 

구동파형을 제6도에 나타낸다.

주사전압 Vscan1 , Vscan2 , Vscan3 ,  …은  TFT소자의 주사전압과 다음 라인의 화소의 콘트롤신호 Vcont 를 겸용

하고  있다.  신호전압 Vsig 은  마이너스전위의  기입전압이며,  화소  PE1,  PE2‥‥의  액정층에  인가되는 

전압을 V1c1 , V1c2 ,‥‥로 한다.  먼저,  화소 PE1의  액정층에 가해지는 전압 V1c1 에  주목한다.  TFT는 N채

널구조라고  하면,  기간 t1 의  동안은  화소  PE1의  TFT에는 V1c2 가  인가되어  있으므로,  게이트전극전위가 

TFT소자의  한계치전압 V th  보다  작아서  TFT소자는  오프상태이며,  채널부는  저항 Roff 의  값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액정층애  인가되는  전압 V1c1(t1 )은 Vscan1 과  신호전압 Vsig 을,  저항  R과  TFT소자의 오프

저항 Roff과의 분할로 되며,

로 표현된다. 여기서, Roff＞ R의 조건에서는 윗 식은 로 된다.

또,  기간 t2 에서는  화소  PE1의  TFT의  게이트전극에  주사전압 Vscan
(+)

이  인가되어  TFT가  온상태로 

되고, 채널부는 Ron의 저항으로 된다. 이때 액정층에 인가되는 전압 Vc1(t2)은

으로  되며,  R＞ Ron 의  조건에서는 로  된다.  즉,  액정층에의  전압은  시정수가 충

분히 빠른 것으로 하면 제6도의 와 같이 된다. 여기서, 주사전압 Vsican1 , Vscan2 ,  …을 강유

전성액정의  한계치전압 Vth
(+)

보다  충분히  큰  전압으로  설정함으로써,  액정층에  신호전압이  인가되기 

직전에  플러스의  값으로  리세트된다.  그리고,  신호전압을  한계치전압 Vth
(-)

보다  약간  작은  값으로 변

화시킴으로써,  액정층을  중간상태로  제어할  수  있고,  중간조표시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당연히 신
호전압을 불감대보다 충분히 큰 진폭으로 설정함으로써 2계조표시도 가능하다.

제7도는  제1도의  실시예에  있어서,  소자(3)를  저항(6)으로  하고,  콘트론신호 Vcont 를 공통전극전압Vcom

으로 한 구조이다. 이 경우도, 지금까지 기술한 실시예와 대략 같은 효과가 얻어진다.

지금까지는  콘트롤신호 Vcont 를  화소내의  어떤  전압과  겸용한  구조에  대해  기술했지만,  이것을 제8도

와같이 전혀 다른 신호원에 접속해도 된다.

지금까지의  실시예에서는  액정층의  전압제어용  소자로서  저항을  사용한  예에  대하여  기술했다.  이 
소자는 저항 이외에도 각종 소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9도는  TFT소자(7)를  강유전성  액정층(2)의  전압제어용  소자로서  사용한  예이다.  이 실시예에서는
TFT소자(1) 및 TFT소자(7)도 N채널형을 사용한 회로구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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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도는  제9도의  회로의  구동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들면  주사전압 Vscan2 은  화소 PERoff 의 TFT소

자(1)의  주사전압과,  화소  PE2의  TFT소자(7)의  주살전압  및  화소  PE2의  액정층의  콘트롤전압 V cg 겸

용하고  있다.  기간 t1 에  있어서는 Vscan1 에  의해 PERoff 의  TFT소자(7)가  온상태로  되며,  동시에 Vscan1 이 

TFT소자(1)를  통해  액정층에  인가된다.  다음에,  기간 t2 에  있어서  화소  PE1의  TFT소자(7)는 Vscan1 이 

저레벨전압으로  되므로  오프상태로  되며, Vscan2 에  의해  TFT소자(1)가  온상태로  된다.  이로써, 신호전

압 Vsig 이  TFT소자(1)를  통해  액정층에  인가된다.  여기써,  주사전압 Vscan1 , Vscan2 ,  …을  액정층의 한계

치전압의  절대치( |Vth |  )  보다  충분히  큰  전압으로  설정함으로써,  액정층에  신호전압이  인가되기 전

에  한번  플러스의  값의  전압이  인가되어  액정층의  상태가  리세트된다  여기서,  신호전압 Vsig 의 전압

레벨을 조정함으로써, 중간조표시나 2계조표시의 모두가 가능하다.

TFT소자의  오프저항 Roff 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  신호전극(4)에서  신호전압 Vsig 의  리크가  없고, 액정층

에  불필요한  전압이  인가되지  않으므로  특히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TFT소자의  오프저항 
Roff 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신호전압의  리크를  작게  억제하기  위해,  TFT소자(1)외  오프저항 Roff 과 

TFT소자(7)의  오프저항 Roff7 과의  사이에 Roff1＞Roff7 로  되도록  TFT소자를  설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를  위해서는,  TFT소자형상,  즉  채널길이  L와  채널폭  W을  조정하고,  오프저항 Roff 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는,  어느  1개의  TFT소자의  채널부에  이온주입  등의  방법에  의해  불순물을  도핑하고, TFT소
자의 한계치전압Vth을 변화시켜서, 동작점에서의 오프저항 Roff을 변화시키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제11도는  TFT소자(1)의  주사전극에  콘트롤신호를  접속하고  TFT소자(7)의  주사전압은  이  화소의 1행
앞(필요에  따라서는  복수행  앞)의  주사전극에  접속한  구조이다.  구동방법은  제12도와  같이  예를들면 
Vscan2 는  화소  PE1의  액정층을  마이너스의  전압에  의해  리세트하는  역할과  다음의  기간에 TFT소자(1)

를 주사하여 온상태로 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실시예에서는  1화소내에  형성하는  2개의  TPF소자는  모두  N채널구조로  하였으나,  이것을 
P채널  구조의  TFT와  N채널구조의  TFT를  조합한  구성이라도  된다.  제13도는  양  채널의  소자를 조압했
을때의  회로의  실시예이다.  TFT소자(1)를  N채널,  TFT소자(7)를  P채널의  구성으로  해도,  또  그  역의 
조합으로  해도  동작가능하다.  제14도는  TFT소자(1)를  N채널,  TFT소자(T)를  P채널로  한  경우의 구동
파형, 또 제15도는 TFT소자(1)를 P채널, TFT소자(7)를 N채널로 한 경우의 구동파형을 나타낸다.

제16도에  강유전성  액정을  사용한  액티브내트릭스  디스플레이의  부분단면  개략구조를  나타낸다. 기
판(8)은  예를들면  바륨붕규산유리나  석영유리  등의  투명기판이며,  그  위에  다결정실리콘막이나 재결
정화실리콘막등의  반도체박막(12),  절연막(13)을  형성하고,  공지의  제조프로세스로  게이트전극(15), 
드레인전극(14),  투명전극(10)  등을  형성하여,  TFT소자를  제작했다.  그후,  TFT상에  예를들면 유기물
의  박막인  유기도포막(16)을  스피너도포  등에  의해  형성하고,  TFT부  이외의  부분을  제거하였다.  그 
위에  유리기판을  적층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로  함으로써,  셀갭(cell  gap)은  TFT의  높이와 유기도포
막(16)에  의해 결정되며,  2㎛정도 또는 그  이외의 갭을 표시부 전역에 걸쳐서 형성할 수  있다. 여기
서,  앞에  기술한  성분의  액정을  봉입하고  강유전성  액정과  액티브매트릭스를  적층한  디스플레이를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강유전성  액정의  특성을  이용하여  특성이  불충분한  TFT소자  등의  스위치소자를 
사용해도 양호한 구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TFT소자  등의  스위치소자의  제어전극에  인가하는  주사전압을  이용하여.  액정층을  미리 포화상
태로  해  두고,  그후  신호전압에  의해  중간상태를  실현하므로,  재현성이  양호한  중간조표시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표시전극간에  쌍안정성(雙安定性)을  가진  강유전성  액정(强誘電性  液晶)을  협지하여  이루어지고, 복
수의  주사전극과  복수의  신호전극과의  각각의  교점에  스위치소자를  설치하고,  상기  각  스위치소자와 
상기  표시전극의  한쪽과의  접속점에  제어소자를  설치한  액정소자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
소자와  오프일때  파고치(波高値)의  절대치가  상기  강유전성  액정의  한계치( |Vth |  )  미만으로 유지되

는  전압을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하고,  상기  스위치소자가  온일때  파고치의  절대치가  상기 한계
치( |Vth |  )  미만인  제1의  전압신호를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하여,  광투과상태를  유지시키고는 

상기  스위치  소자가  은일메  파고치의  절대치가  상기  한계치( |VTH |  )  이상인  제2의  전압신호를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하여,  광투과상태를  변화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소
자의 구동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전압신호는  파고치의  절대치가  광투과상태의  전압의존이  실질적으로 없
어지는 포화치( |sat| ) 이상의 전압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소자의 구동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의  평균치가  실질적으로  0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액정소자의 구동방법.

13-7

특1993-0010456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전압신호를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하는  시간은  상기  제2의 전압신
호를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하는 시간보다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소자의 구동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전압신호  및  상기  제2의  전압신호는  펄스전압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액정소자의 구동방법.

청구항 6 

표시전극간에  쌍안정성을  가진  강유전성  액정을  협지하여  이루어지고,  복수의  주사전극과  복수의 신
호전극과의  각각의  교점에  스위치소자를  설치하고,  상기  각  스위치소자와  상기  표시전극의  한쪽과의 
접속점에  제어소자를  설치한  액정소자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소자가  오프일때  파고치의 
절대치가 상기 강유전성 액정의 한계치( |Vth |  )  미만으로 유지되는 전압을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

가하고,  상기  스위치소자가 온일때 파고치의 절대치가 상기 한계치 ( |Vth |  )  미만인 제1의 전압신호

를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하여,  광투과상태를  유지시키고,  상기  스위치소자가  온일때  파고치의 
절대치가  상기  한계치  ( |Vth |  )이상인  소정의  값의  제2의  전압신호를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하

여,  광투과상태를  소정의  상태로  하고,  파고치의  절대치가  상기  한계치( |Vth |  )  이상이고,  또한 상

기  제2의  전압신호와는  역극성(逆極性)의  제3의  전압신호를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하여, 광투과
상태를 변화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소자의 구동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전압신호는  파고치의  절대치가  광투과상태의  전압의존이  실질적으로 없
어지는 포화치(|sat|) 이상의 전압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소자의 구동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의  평균치가  실질적으로  0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액정소자의 구동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전압신호를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하는  시간은  상기  제2의 전압신
호 및  상기 제3의  전압신호를 상기 강유전성 액정의 인가하는 시간보다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소자의 구동방법.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전압신호,  상기  제2의  전압신호  및  상기  제3의  전압신호는 펄스전압신
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소자의 구동방법.

청구항 11 

표시전극간에  쌍안정성을  가진  강유전성  액정을  협지하여  이루어지는  액정소자에  있어서,  복수의 주
사전극과  복수의  신호전극과의  각각의  교점에  스위치소자를  설치하고.  상기  각  스위치  소자와  앙기 
표시전극의  한쪽과의  접속점에,  상기  스위치소자가  오프일때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의 
파고치의  절대치가  상기  강유전성  액정의  한계치( |Vth |  )  미만으로  유지되는  제어소자를  설치하고, 

상기  스위치소자는  제어단자가  상기  주사전극에,  한쪽  주단자가  상기  신호전극에,  다른  쪽  주단자가 
상기 표시전극의 한쪽에 접속되는 3단자스위치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소자.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3단자스위치소자는 박막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소자.

청구항 13 

표시전극간에  쌍안정성을  가진  강유전성  액정을  협지하여  이루어지는  액정소자에  있어서,  복수의 주
사전극과  곽수의  신호전극과의  각각의  교점에  스위치소자를  설치하고,  상기  각  스위치소자와  상기 
표시전극의  한쪽과의  접속점에,  상기  스위치소자가  오프일때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의 
파고치의  절대치가  상기  강유전성  액정의  한계치( |Vth |  )  미만으로  유지되는  제어소자를  설치하고, 

상기  제어소자는  상기  스위치소자와  상기  표시전극의  한쪽과의  접속점과,  상기  스위치소자에 인접하
는 스위치소자에 접속되는 다른 주사전극과의 사이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소자.

청구항 14 

표시전극간에  쌍안정성을  가진  강유전성  액정을  협지하여  이루어지는  액정소장에  있어서,  복수의 주
사전극과  복수의  신호전극과의  각각의  교점에  스위치소자를  설치하고.  상기  각  스위치소자와  상기 
표시전극의  한쪽과의  접속점에,  상기  스위치소자가  오프일때  상기  강유전성  액정에  인가되는  전압의 
파고치의  절대치가  상기  강유전정  액정의  한계치( |Vth |  )  미만으로  유지되는  제어소자를  설치하고, 

상기 제어소자는 3단자스위치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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