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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정표시장치용 어레이기판 제조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대면적 액정표시장치를 제작함에 있어서, 상기 액정표시장치의 상/하 일방향과 좌/우 일방향으로 여분의 화소를

더욱 설계하여, 상기 대면적 액정표시장치에 선결함 등의 불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기 여분의 화소영역을 이용하여 분할

함으로써, 대면적 또는 소면적으로 제작가능 하도록 한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을 구비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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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판 상에 (M+m)개의 게이트배선과 (N+n)개의 데이터배선에 의해, (M×N)개의 표시화소와 상기 표시와 같이 구동

가능한 (Mn+Nm+mn) 개의 여분의 화소로 구분되는 (M+m) × (N+n)개의 화소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화소의 결점을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화소에 결점이 없을 경우, 상기 여분의 화소를 비구동상태로 만드는 단계;

를 포함하는 액정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여분의 화소를 비구동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상기 화소를 구동하는 구동회로부를 제어하여 달성되도록 하는 액정표시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여분의 화소를 비구동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상기 여분의 화소에 상기 화소를 구동하는 구동회로부를 부착하지 않는

액정표시장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여분의 화소를 비구동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상기 여분의 화소와 연결된 상기 게이트배선과 상기 데이터배선을 절단

하는 액정표시장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여분의 화소를 비구동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상기 여분의 화소를 가리는 블랙매트릭스를 형성함으로써 달성되는 액정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n과 m은 10에서 20사이의 정수인 액정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삭제

등록특허 10-0671211

- 2 -



청구항 8.

제 1 기판을 구비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기판 상에 (M+m)개의 게이트배선과 (N+n)개의 데이터배선에 의해, (M×N)개의 표시화소와 상기 표시화소와

같이 구동가능한 (Mn+Nm+mn) 개의 여분의 화소로 구분되는 (M+m)×(N+n)개의 화소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화소의 결점을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화소에 결점이 확인된 경우, 상기 제 1 기판을 다수의 소기판으로 분할하여 절단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화소에 결점이 없는 상기 다수의 소기판과 각각 대응되는 다수의 제 2 기판을 구비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의 소기판과 상기 다수의 제 2 기판을 각각 합착하고, 상기 소기판과 상기 제 2 기판의 사이에 액정을 주입하고,

실링재를 사용하여 밀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액정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을 밀봉하는 실링재는 상기 화소의 일부에 겹쳐지게 위치하는 액정표시장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1 기판을 구비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기판 상에 (M+m)개의 게이트배선과 (N+n)개의 데이터배선에 의해, (M×N)개의 표시화소와 상기 표시화소와

같이 구동가능한 (Mn+Nm+mn) 개의 여분의 화소로 구분되는 (M+m)×(N+n)개의 화소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화소의 결점을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화소에 결점이 확인된 경우, 상기 제 1 기판을 다수의 소기판으로 분할하여 절단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화소에 결점이 없는 상기 다수의 소기판과 각각 대응되는 다수의 제 2 기판을 구비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의 소기판의 상기 표시화소의 일부를 비구동상태로 만드는 단계와;

상기 다수의 소기판과 상기 다수의 제 2 기판을 각각 합착하고, 상기 소기판과 상기 제 2 기판의 사이에 액정을 주입하고,

실링재를 사용하여 밀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액정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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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수의 소기판과 각각 대응되는 상기 다수의 제 2 기판의 합착된 측면 중 상기 다수의 소기판의 절단된 측면으로 노

출된 배선을 절연하기 위해 상기 다수의 소기판과 상기 다수의 제 2 기판의 합착된 면에 정전기 방지용으로 절연체를 도포

하여 주는 액정표시장치 제조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 대면적과 소면적에 이용 가능한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액정표시장치의 구성은 크게 표시부(display)와 패드부(pad)로 나눌수 있고, 상기 패드부는 표시부에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으로서, 구동회로를 포함하고 있고, 상기 표시부는 관측자에게 영상을 전달하는 부분으로서, 크게 상부기판

과 하부기판 그리고 그 사이에 충진된 액정(liquid crystal)으로 구성된다.

도 1은 일반적인 박막트랜지스터형 액정표시장치의 기본구조를 도시한 분해사시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컬러 액정표시장치(10)의 경우 상부기판(11)의 하측에는 컬러필터(13)와 투명한 공통전극(15)이 형성

되어 있고, 이와 소정간격 이격되어 하부기판(17)이 위치하고, 상기 두 기판 사이에 소정의 액정(19)이 충진된다.

상기 하부기판(17)은 어레이기판(array substrate)이라 하고, 스위칭소자(switching device)(21)가 형성되어있고 화소

(pixel)(23)가 정의된다.

자세히 설명하면, 액정표시장치의 해상도(resolution)에 따라 상기 화소(pixel)(23)의 크기가 설계되며, 상기 화소(23)의

크기와 갯수에 따라 대면적과 소면적의 액정표시장치가 제작된다.

상기 화소(23)는 다수의 게이트배선(gate line)(25)과 데이터배선(data line)(27)이 매트릭스(matrix)형태로 교차되어 정

의되는 영역이다. 상기 화소(23)에는 투명전극인 화소전극(29)이 형성되며, 상기 상부기판(15)에 형성된 공통전극(15)과

함께 상기 액정(19)에 전계를 인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기 게이트배선(25)과 데이터배선(27)이 교차하는 지점에 박막트랜지스터(21)가 형성되어 있는데, 상기 박막트랜지스터

는 상기 화소전극(29)에 전압을 인가하는 스위칭역할을 한다.

상기 박막트랜지스터(21)는 게이트전극(미도시)과 소스전극(미도시)과 드레인전극(미도시)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게이

트전극은 상기 게이트배선(25)에 연결되며, 상기 소스전극은 상기 데이터배선(27)에 연결되어 형성된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액정표시장치는 상기 어레기판에 형성된 화소의 개수에 따라 이미지의 선명함을 좌우하는 해상도

(resolution)가 결정된다.

도 2는 구동회로부를 포함한 일반적인 액정표시장치의 평면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액정시장치는 앞서 설명한 표시장치와, 표시장치에서 표현되는 영상을 제어하는 구동회로부를 포함한

다.

따라서, 액정표시장치(40)에는 상기 게이트배선(도 1의 25참조)의 일끝단에 소정의 면적을 가지고 형성된 게이트패드와

연결되어 상기 게이트전극(미도시)에 주사신호를 인가하는 게이트구동회로부(41)와, 상기 데이터배선(도 1의 27참조)의

일끝단에 소정의 면적을 가지고 형성된 데이터패드와 연결되어 상기 화소전극(도 1의 29 참조)에 데이터신호를 인가하는

데이터구동회로부(43)가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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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압인가회로 등 소정의 주변회로 또한 상기 구동회로부에 함께 배치된다.

앞서와 같은 구성을 갖는 액정표시장치는 초기에는 작은 시계나 계산기 등의 디스플레이(display)부분에 해당하였으나,

지금은 컴퓨터의 모니터(monitor)와 같이 대면적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액정표시장치를 대면적화하기 위해서 종래에는 소면적으로 어레이기판을 제작하고 각각의 기판을 서로 접합하여 대면적

화 하거나, 대면적의 유리기판 상에 어레이공정을 시행하여 대면적 어레이기판을 제작하고 있다.

도 3a와 도 3b는 종래의 대면적 액정표시장치 구성을 위한 어레이기판의 구성을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3a에는 여러 장의 완성된 소면적 어레이기판을 이용하여 대면적화하기 위한 어레이기판의 구성을 도시한 평면도이다.

어레이기판(55)의 표시부(어레이부)(51)와 패드부(53)(57)를 간략히 나타내었다.

상기 표시부와 패드부는 동시에 공정이 행해지며, 패드부를 통해 상기 표시부에 신호가 인가된다. 상기 패드부 중 상기 게

이트패드부(57)는 패널(55)의 좌측에 형성하고, 데이터패드부(53)는 상기 게이트패드부(51)와 평행하지 않은 패널(55)의

일측에 구성된다.

종래에는 이와 같이 구성하여 완성된 독립적인 소면적의 어레이기판을 접합하고, 접합된 면에 대응되는 상부기판을 구성

하여, 상기 두기판을 합착 한후, 상기 하부기판의 패드부에 구동회로부를 연결하여 준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완성된 어레이기판을 접합하기 위해서는 접합공정과 같은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이 접합공정은 고난

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다.

또한, 접합공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량은 제조수율(yield)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도 3b는 종래의 대면적 어레이기판을 도시한 평면도이다.

즉, 앞의 경우와는 달리 처음부터 대면적의 유리기판을 이용하여 어레이공정을 행하여 대면적 액정표시장치(61)를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면적 액정표시장치의 제작은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일반적인 액정표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특히 하부기판인 어레이기판의 제작은 복잡한 공정을 필요로하며, 이러한 공

정과정 중 배선의 단선(open)이나 단락(short)에 의한 여러 결함(defect)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함은 점결함(dot defect) 또는 선결함(line defect)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상기 점결함은 공정과정 중에 임의의

위치에 있는 박막트랜지스터(미도시)의 결함으로 인접화소가 구동회로에서 인가된 신호에 의해 동작하지 않을 경우를 예

로들 수 있으며, 상기 선결함은 데이터배선(미도시)이나 게이트배선(미도시)의 단선이나 단락에 의해 상기 각 배선에 연결

된 다수의 박막트랜지스터가 작동을 하지 않게되는 현상을 말한다.

소면적의 액정표시장치의 경우에 이러한 불량이 간혹 나타난다 해도 경제적 손실이 적으나, 대면적 액정표시장치에 이러

한 선결함이나 점결함 등이 나타나면 단가가 높은 생산공정이 행해진 대형 어레이기판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경

제적인 손실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제조단가를 낭비하지 않고 대면적과 소면적의 액정표시장치

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어레이 기판 제조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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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용 어레이기판 제조방법은 기판을 구비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 상에 (M+m)개의 게이트배선과 (N+n)개의 데이터배선에 의해, (M×N)개의 표시화소와 상기 표시와 같이 구동

가능한 (Mn+Nm+mn) 개의 여분의 화소로 구분되는 (M+m) × (N+n)개의 화소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화소의 결

점을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화소에 결점이 없을 경우, 상기 여분의 화소를 비구동상태로 만드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여분의 화소를 비구동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상기 화소를 구동하는 구동회로부를 제어하여 달성되도록 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상기 여분의 화소를 비구동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상기 여분의 화소에 상기 화소를 구동하는 구동회로부를 부착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여분의 화소를 비구동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상기 여분의 화소와 연결된 상기 게이트배선과 상기 데이터배선을 절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다.

상기 여분의 화소를 비구동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상기 여분의 화소를 가리는 블랙매트릭스를 형성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다.

상기 n과 m은 10에서 20사이의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액정표시장치 제조방법은 제 1 기판을 구비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기판 상에 (M+m)개의 게이트

배선과 (N+n)개의 데이터배선에 의해, (M×N)개의 표시화소와 상기 표시화소와 같이 구동가능한 (Mn+Nm+mn) 개의

여분의 화소로 구분되는 (M+m)×(N+n)개의 화소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화소의 결점을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표

시화소에 결점이 확인된 경우, 상기 제 1 기판을 다수의 소기판으로 분할하여 절단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화소에 결점이

없는 상기 다수의 소기판과 각각 대응되는 다수의 제 2 기판을 구비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의 소기판과 상기 다수의 제 2

기판을 각각 합착하고, 상기 소기판과 상기 제 2 기판의 사이에 액정을 주입하고, 실링재를 사용하여 밀봉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상기 액정을 밀봉하는 실링재는 상기 화소의 일부에 겹쳐지게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 제조방법은 제 1 기판을 구비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기판 상에 (M+m)개의 게이트배선과

(N+n)개의 데이터배선에 의해, (M×N)개의 표시화소와 상기 표시화소와 같이 구동가능한 (Mn+Nm+mn) 개의 여분의

화소로 구분되는 (M+m)×(N+n)개의 화소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화소의 결점을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화소

에 결점이 확인된 경우, 상기 제 1 기판을 다수의 소기판으로 분할하여 절단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화소에 결점이 없는 상

기 다수의 소기판과 각각 대응되는 다수의 제 2 기판을 구비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의 소기판의 상기 표시화소의 일부를

비구동상태로 만드는 단계와; 상기 다수의 소기판과 상기 다수의 제 2 기판을 각각 합착하고, 상기 소기판과 상기 제 2 기

판의 사이에 액정을 주입하고, 실링재를 사용하여 밀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다수의 소기판과 각각 대응되는 상기 다수의 제 2 기판의 합착된 측면 중 상기 다수의 소기판의 절단된 측면으로 노

출된 배선을 절연하기 위해 상기 다수의 소기판과 상기 다수의 제 2 기판의 합착된 면에 정전기 방지용으로 절연체를 도포

하여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도록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대면적 액정표시장치의 어레이기판을 도시한 평면도로서, 도 3b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는 만일 매트릭스형상의 M×N개의 화소를 가진 대면적 액정표시장치의 어레이기판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M+m)×(N+n)개의 화소를 형성한다.

즉, 여분의 화소(redundancy pixel)를 형성한다. 이러한 여분의 화소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동하지 않으면 됨으로

액정표시장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각 여분의 화소의 개수 m과 n을 각각 10 이상의 정수

로 하여 화소를 설계하고 어레이기판을 제작하였다.

이하 설명하면 먼저, 대면적 유리기판 상에 어레이공정을 행하고 어레이기판 (171)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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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기 어레기판이 완성된 후, 어레이기판을 구성하는 다수의 게이트배선과 데이터배선의 단선(open)

과 단락(short)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상기 테스트를 거쳐 어레이기판에 불량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상기 대면적으로 제작된 어레이기판은 그대로 사용하면 된

다.

그러나, 만약 상기 완성된 어레이기판에 결함이 발견되면,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4 영역(A영역,B영역,C영역,D영역)을 정

의하는 점선(177)(179)을 따라 상기 기판을 절단하는 방식으로 상기 대면적 액정표시장치를 소면적 액정표시장치로 사용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두 경우에 대해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여분의 화소를 형성한 대면적 어레이기판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를 설명하도록 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어레이기판의 평면도로서, 상기 여분의 화소가 설계된 액정표시장치(201)를 분할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도시한 바와 같이, 빗금친 영역(203)인 여분의 화소(redundancy pixel)영역을 구동하

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즉, 상기 여분의 화소(203)를 다크상태로 구동하거나, 상기 화소영역을 블랙매트릭스(BM)로 가리는 방법으로 여분의 화

소영역이 액정표시장치의 동작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상기 여분의 화소를 다크상태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도 5 의 E,F,G,H부분의 배선을 절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도 6과 도 7은 각각 도 5의 E부분과 F부분을 확대한 확대 단면도로서, 액정패널의 하측 빗금친영역(도 5의 203)의 구동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빗금친영역의 화소를 지나가는 게이트배선(207)에 연결된 게이트

패드(207)를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한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의 경우에는 절단된 게이트배선(207)에는 주사신호가 인가

되지 않음으로 이 게이트배선(207)에 연결된 화소(미도시)에 상기 데이터 배선에 의한 데이터신호가 인가되더라도 전혀

구동을 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경우에는,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두 번째, 상기 빗금친영역(203)이 시작되는 부분의 다수의 데이터배선(209)

을 일방향으로 절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이때, 게이트배선(207)과 데이터배선(209)이 겹치지 않는 점선부분(206)을 레

이저 등 소정의 절단수단으로 절단한다.

또한, 상기 절단된 데이터배선(209)하부의 화소는 게이트신호는 인가되더라 데어터신호가 인가되지 못하는 상태임으로

구동을 하지 않게 되어 빗금친영역(203)의 화소가 구동을 하지 않게된다.

상기 우측 빗금친 영역의 화소를 구동하지 않게 위해서는, 첫 번째의 경우 도 5의 H부분에서 다수의 데이터배선(207)과

연결된 다수의 데이터패드(미도시)를 절단하여 주거나, 빗금친 영역이 시작되는 화소부의 게이트배선(209)을 일방향으로

일괄 절단하여 준다.

도 8은 도 5의 G를 확대한 확대 단면도로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게이트배선(207)을 커팅할 때는 상기 데이터배선

(209)과 겹치지 않는 점선부분(208)의 데이터배선을 절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상기 빗금친영역을 구동하지 않거나, 빗금친 영역을 구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는 구동회로를 부착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하다.

반대로, 상기 대면적 어레이기판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상기 대면적의 어레이기판은 몇 개의 소면적 어레이기판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분할방법을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액정표시장치의 상·하 일 방향의 다수의 화소영역(301)과 좌·우 일방향의 다수의 화소영역(302)을 리던

던시 화소영역으로 하고, 각각의 중앙을 일방향으로 절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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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면적의 어레이기판으로 분할된다.

여러장으로 분할된 액정표시장치(401)에서 여분의 화소영역(411)은 접착제가 올라가거나 하는 여분의 공간으로 활용 가

능하다.

도 10은 도 9의 J부분을 확대한 확대 단면도로서, 도시한 바와 같이, 절단된 어레이기판(하부기판)(403)과 상부기판(405)

을 합착하되, 합착수단인 실런트(403)는 상기 어레이기판(403)의 여분의 화소영역에 형성한다.

다음으로, 상기 실런트(403)가 합착된 면에 절연물질(409)을 도포하여 준다.

이하 도 11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도 11은 도 10의 Ⅹ-Ⅹ를 따라 절단한 단면도이다.

상기 실런트(403)에 의해 합착된 상부기판(405)과 어레이기판(403)의 합착면 중 상기 어레이기판(403)의 절단면에 노출

된 각 배선을 절연하기 위해 절연물질을 형성하여 준다. 다음으로 두 기판 사이에 액정이 주입되고 밀봉되어 액정패널이

완성된다.

다음으로 상기 패널의 각 패드부(데이터패드, 게이트패드)에 연결되는 각각의 데이터구동 회로(data drive IC)부와 게이트

구동 회로(gate drive IC)부를 구성함으로써 비로소 액정표시장치가 완성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 제조방법을 이용하면, 액정패널의 불량에 의한 손실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는 첫째, 대면적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여분의 화소를 설계하여 줌

으로서 상기 여분의 화소를 이용하여 소면적의 액정표시장치로의 분할이 손쉬운 효과가 있다.

둘째, 대면적 액정표시장치와 소면적 액정표시장치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음으로 제조비용이 줄어들고 제조수율이 향상되

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액정표시장치를 도시한 분해사시도이고,

도 2는 액정표시장치와 구동회로와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평면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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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 는 종래의 대면적 액정표시장치구성을 위한 소면적 액정표시장치의 구성도이고,

도 3b는 종래의 대면적 액정표시장치의 어레이기판의 평면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의 어레이기판의 평면도이고,

도 5는 도 4의 액정표시장치의 어레이기판을 대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도시한 본 발명에 따른 어레이기판의 평면도이

고,

도 6은 도 5의 E부분의 개략적인 확대평면도이고,

도 7은 도 5의 F부분의 개략적인 확대평면도이고,

도 8은 도 5의 G부분의 개략적인 확대평면도이고,

도 9는 도 5의 액정표시장치를 소면적으로 사용할 경우 절단영역을 도시한 어레이기판의 평면도이고,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분할된 소면적 액정표시장치의 평면도이고,

도 11은 본 발명에 따라 분할되어 완성된 소면적 액정표시장치의 일부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간단한 설명>

201 : 액정표시장치, 203 : 여분의 화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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