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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패널과 연성회로기판의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크랙을 방지할 수 있는 액정 표시 장치가 제공된다. 액정 표시 장치는,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액정 표시 패널, 상기 액정 표시 패널의 전면에 형성된 제1 기판, 상기 제1 기판과 대향 배치되는

제2 기판, 상기 제1 및 제2 기판 상에 배치된 제1 및 제2 투명 전극을 포함하는 터치 패널 및 베이스 필름의 전면과 후면의

적어도 일부분에 배치되며 비아홀을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도전층, 상기 도전층 상면에 배치되며 적어도 일부가 상기

제2 투명 전극과 중첩되도록 배치된 보호층, 상기 제2 투명 전극과 상기 도전층 사이에 배치되며 일측면은 보호층의 일측

면과 접촉하는 제1 도전성 접착제 및 상기 제1 투명 전극, 베이스 필름의 후면에 배치된 도전층의 후면, 베이스 필름의 후

면에 배치된 도전층의 일측면 및 상기 베이스 필름의 일부분과 접촉하는 제2 도전성 접착제를 포함하는 연성회로기판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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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액정 표시 패널;

상기 액정 표시 패널의 전면에 형성된 제1 기판, 상기 제1 기판과 대향 배치되는 제2 기판, 상기 제1 및 제2 기판 상에 배

치된 제1 및 제2 투명 전극을 포함하는 터치 패널; 및

베이스 필름의 전면과 후면의 적어도 일부분에 배치되며 비아홀을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도전층, 상기 도전층 상면에

배치되며 적어도 일부가 상기 제2 투명 전극과 중첩되도록 배치된 보호층, 상기 제2 투명 전극과 상기 도전층 사이에 배치

되며 일측면은 보호층의 일측면과 접촉하는 제1 도전성 접착제 및 상기 제1 투명 전극, 베이스 필름의 후면에 배치된 도전

층의 후면, 베이스 필름의 후면에 배치된 도전층의 일측면 및 상기 베이스 필름의 일부분과 접촉하는 제2 도전성 접착제를

포함하는 연성회로기판을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필름과 상기 도전층 사이에 배치된 접착층을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전성 접착층은 ㄴ자 형태인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 표시 패널의 전면은 편광판인 액정 표시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터치 패널과 연성회로기판의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크랙을 방지

할 수 있는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액정 표시 장치(Liquid Crystal Display)는 두 기판 사이에 주입되어 있는 이방성 유전율을 갖는 액정 물질에

전계를 인가하고, 이 전계의 세기를 조절하여 기판에 투과되는 빛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화상 신호를 디스플레이하

는 표시 장치이다.

한편, 액정 표시 장치에 터치 스크린 기능을 부가하기 위해서 액정 패널의 표면에 별도의 터치 패널(Touch Panel)을 배치

하였다. 터치 패널은 입력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이는 사용자의 입력 조작을 좌표값으로 읽어 정보를 입력하는 장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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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패널의 작동 방식에는 크게 접촉식 정전용량 방식과, 압력식 저항막 방식과, 적외선 감지 방식과, 적분식 장력측정 방

식과, 표면 초음파 전도 방식 및 피에조 효과 방식이 있는데, 압력식 저항막 방식의 터치 패널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본다.

압력식 저항막 방식의 터치 패널은 투명한 2개의 기판 상에 저항 성분을 갖는 투명 전극을 일정한 간격만큼 이격되어 마주

보도록 각각 형성한다. 투명 전극에 전류를 흘려주면 저항 성분에 의해 각각의 투명 전극에 전압이 걸리게 되고, 손으로 접

촉하게 되면, 두 투명 전극이 접촉하게 된다. 따라서, 두 투명 전극의 저항 성분 때문에 저항의 병렬 접속과 같은 형태가 되

고, 저항 값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때, 두 투명 전극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전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전압의 변화에 의해 접촉된 위치를 알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터치 패널은 고객의 제품 특성 및 구조에 따라 터치 패널의 입력 패드(Input Pad) 즉, 연성회로기판(Flexible

Printed Circuit ; 이하, FPC라 함)을 상하 또는 좌우로 배치할 수 있으며, 보통 FPC를 상하로 배치하고 있다. 터치 패널의

FPC를 상하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FPC가 액정 표시 장치의 모듈과 여유 공간을 가지고 부착되므로 굴곡성에 대해 큰 영향

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터치 패널의 좌측에 FPC를 배치하는 경우, 액정 표시 장치의 모듈 구조상 좌우측의 부착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터치 패널의 FPC가 굴곡성에 취약하게 된다. 그리고, FPC가 굴곡되는 부분에는 보호층 하부에 도전층이 형성되어 있어

입력 패드와 액정 표시 장치를 연결시킴에 있어서 수차례 펴졌다 굽혀졌다를 반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전층의 일부분에

크랙(Crack)이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터치 패널과 연성회로기판의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크랙을 방지할 수 있는 액정

표시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기술적 과제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는,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액정 표시 패널,

상기 액정 표시 패널의 전면에 형성된 제1 기판, 상기 제1 기판과 대향 배치되는 제2 기판, 상기 제1 및 제2 기판 상에 배

치된 제1 및 제2 투명 전극을 포함하는 터치 패널 및 베이스 필름의 전면과 후면의 적어도 일부분에 배치되며 비아홀을 통

해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도전층, 상기 도전층 상면에 배치되며 적어도 일부가 상기 제2 투명 전극과 중첩되도록 배치된 보

호층, 상기 제2 투명 전극과 상기 도전층 사이에 배치되며 일측면은 보호층의 일측면과 접촉하는 제1 도전성 접착제 및 상

기 제1 투명 전극, 베이스 필름의 후면에 배치된 도전층의 후면, 베이스 필름의 후면에 배치된 도전층의 일측면 및 상기 베

이스 필름의 일부분과 접촉하는 제2 도전성 접착제를 포함하는 연성회로기판을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

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일반적인 터치 패널을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터치패널 액정 표시 장치는(10)는 액정 표시 장치와, 액정 표시 장치에 구비되는 액정 표시 패널(20) 상

에 배치된 터치 패널(30)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액정 표시 패널(20)은 접착제(36)에 의해 터치 패널(30)과 서로 부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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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표시 패널(20)은 박막 트랜지스터(미도시)가 구비된 제1 표시판(21)과, 제1 표시판(21)과 대향 배치되며 박막 트랜지

스터(미도시)가 구비된 면과 마주보는 면에 컬러 필터(미도시)가 구비된 제2 표시판(23)과 이들 사이에 개재된 액정(25)으

로 이루어진다.

또한, 액정 표시 패널(20)에는 백라이트 어셈블리(미도시)로부터 액정 표시 패널(20)로 입사되는 광을 선편광으로 변환시

키는 제1 편광판(26)이 제1 표시판(21)의 박막 트랜지스터가 형성된 면의 반대편 면에 구비되고, 이에 대응하는 제2 편광

판(27)이 제2 표시판(23)의 컬러 필터가 형성된 면의 반대편 면에 구비된다.

터치 패널(30)은 액정 표시 패널(20)의 제2 편광판(27) 상에 구비되는 제1 기판(31)과, 제1 기판(31)과 소정의 간격만큼

이격되어 구비되는 제2 기판(34)과, 제1 및 제2 기판(31, 34)의 마주보는 각각의 면에 형성되는 제1 및 제2 투명 전극(32,

35)으로 이루어진다.

제1 투명 전극(32) 상에는 제1 및 제2 투명 전극(32, 35)간의 간격보다 작은 높이를 갖는 다수 개의 도트 스페이서(33)가

형성되어 있다.

터치 패널(30)의 제1 기판(31)은 액정 표시 패널(30)로부터 제공되는 소정이 화상이 투과될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로 이루

어지고, 제2 기판(34)은 터치 패널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필름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테레프탈산(PET), 폴리카보네

이트 등의 광학적 등방성의 굴절율을 갖는 물질로 이루어진 특수 광학 필름을 사용한다.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치 패널의 구성도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4개의 버스 라인을 갖는 압력식 저항막 방식의 터치 패널로서, 제1 기판(31)과 제2 기판(34) 및

제1 및 제2 기판(31, 34) 사이에는 절연막(insulator)이 형성되어 있다.

도 2와 같이, 제1 기판(31)은 제1 투명 전극(32) 양측에 Y축 방향의 Y축 전극(60a, 60b)과 X축 방향의 액티브 영역(a1)에

2개의 버스 라인이 배열되어 있다. 또한, 제2 기판(34)은 도 3과 같이, 제2 투명 전극(35) 위에 X축 방향의 X축 전극(70a,

70b)과 Y축 방향의 액티브 영역(a2)에 2개의 버스 라인이 배열되어 있다. 이때, Y축 전극(60a, 60b)및 X축 전극(70a,

70b)은 저저항 메탈로, 액티브 영역(a1, a2)은 고저항 메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Y축 좌표를 감지하기 위한 제1 기판(31)과 X축 좌표를 감지하기 위한 제2 기판(34)이 마주보도록 합착한다.

제1 기판(31)에는 외부로부터 터치 패널(30)에 신호를 인가하기 위해 FPC(80)가 접속되며, FPC(80)와 연결하기 위한

FPC 접합부(Contact)(82)가 형성된다.

제1 기판(31)의 FPC 접합부(82)는 Y축 전극(60a)에서 임의의 길이(L1)만큼 돌출된 제1 패턴(84)과, Y축 전극(60b)으로

부터 연장되어 액티브 영역(a1)을 따라 형성된 제2 패턴(85)으로 이루어지는 Y축 전극 접합부(86)를 가진다. 여기에서, Y

축 전극 접합부(86)는 제1 및 제2 기판(31, 34)이 합착될 때 제2 기판(34)의 X축 전극 접합부(83)의 제3 및 제4 패턴(87,

88)과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각 패턴(84, 85, 87, 88)은 제1 기판(31)의 절연막(41) 상에서 임의의 길이로 서로 Y축 전극 접합부(86)와 신호 접

합부(81)의 패턴을 2개씩 공유하는 FPC 접합부(82)를 형성한다.

제2 기판(34)의 X축 전극 접합부(83)는 각각의 X축 전극(70a, 70b)의 끝에서 가운데 방향으로 모여져 임의의 길이(L2)로

돌출된 제5 및 제6 패턴(89, 90)을 갖는다.

제1 및 제2 기판(31, 34)의 각 접합부(82, 83)가 만드는 접촉점은 제1 기판(31)과 제2 기판(34)의 합착 공정을 통해 살펴

보면, 제1 기판(31) 상에 제2 기판(34)을 합착하면, 제1 기판(31)의 제3 패턴(87)에는 제2 기판(34)의 제5 패턴(89)이 접

촉되고, 제1 기판(31)의 제4 패턴(88)에는 제2 기판(34)의 제6 패턴(90)이 접촉된다. 그러므로, 제1 및 제2 기판(31, 34)

의 X축 및 Y축 전극 접합부(83, 86)가 한 곳에 모여지게 되고, X축 및 Y축 전극 접합부(83, 86)는 FPC(80)와 연결된다.

위와 같은 구조에서 Y축 좌표를 검출하기 위해 제1 기판(31)에 Y축 전극 접합부(86)를 통해 전위를 인가하면 제1 투명 전

극(32)에 전위가 분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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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손 또는 펜을 이용하여 터치 패널(30)에 압력을 가해 제1 기판(31)과 제2 기판(34)이 접촉되었을 때 그 점에서의

전위가 제1 기판(31)에 전달되고, Y축 전극 접합부(86)를 통해 신호를 읽어들여 X 좌표를 계산한다. 이렇게 제1 기판(31)

과 제2 기판(34)이 접촉되고 있는 동안에 제2 기판(34)에 X축 좌표를 검출하기 위한 전위를 인가하면 제2 투명 전극(35)

에 전위가 분포된다. 마찬가지로, 손 또는 펜이 접촉한 점에서의 X축 전위가 제2 기판(34)에 전달되고, X축 전극 접합부

(83)를 통해 신호를 읽어들여 X 좌표를 계산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치 패널과 FPC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터치 패널(30)은 Y축 좌표를 감지하기 위한 제1 기판(31)과 X축 좌표를 감지하기 위한 제2 기판(34)이

합착된다. 제1 기판(31)의 Y축 일측면에 Y+ 전극 및 Y- 전극이 나란히 배치되고, 제2 기판(34)의 Y축 일측면에 X+ 전극

및 X- 전극이 나란히 배치된다. 제1 및 제2 기판(31, 34)를 합착하면, 제1 기판(31)에 배치된 Y+ 전극 및 Y- 전극과 제2

기판(34)의 Y축 일측면에 X+ 전극 및 X- 전극가 집합되어 FPC 접합부(82)를 형성한다. 터치 패널(30)의 FPC 접합부

(82)에 X축 및 Y축 전극들이 X+ 전극, Y+ 전극, X- 전극 및 Y- 전극이 차례로 배치된다. X축 전극(101, 103)및 Y축 전극

(104, 106)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FPC(80)가 터치 패널(30)의 FPC 접합부(82)에 접속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치 패널과 FPC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FPC(80)는 제1 및 제2 도전성 접착제(124a, 124b)에 의해 터치 패널(30)의 제1 및 제2 투명 전극(32,

35)과 부착되어 있다. FPC(80)는 베이스 필름(120)의 전면과 후면의 적어도 일부분에 배치되며, 비아홀(123)을 통해 전

기적으로 연결되는 도전층(122a, 122b)과 도전층(122a) 상면에 배치되며 적어도 일부가 제2 투명 전극(35)과 중첩되도록

배치된 보호층(125)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베이스 필름(120)은 도전층(122a, 122b)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보호층

(125)은 도전층(122a)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손상되거나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도전층(122a,

122b)은 구리와 같은 금속으로 형성되고, 보호층(125)은 폴리이미드(polyimide)등으로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제1 도전성 접착제(124a)는 제2 투명 전극(35)과 도전층(122a) 사이에 배치되며, 제1 도전성 접착제(124a)의 일측

면은 보호층(125)의 일측면과 접촉된다. 제2 도전성 접착제(124b)는 제1 투명 전극(32), 베이스 필름(120)의 후면에 배치

된 도전층(122b)의 후면, 베이스 필름(120)의 후면에 배치된 도전층(122b)의 일측면 및 베이스 필름(120)의 일부분과 접

촉된다. 이때, 제2 도전성 접착제(124b)는 ㄴ자 형태를 갖는다.

표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치 패널의 굴곡성 테스트 결과를 나타낸다.

[표 1]

시료수
테스트 전 테스트 후 결과

X-R Y-R X-R Y-R  

1 276.3 573.1 276.6 573.2 패스

2 313.3 571.9 313.7 572.0 패스

3 293.4 565.3 293.8 565.5 패스

4 314.8 559.0 313.7 558.8 패스

5 316.7 566.8 316.8 567.1 패스

6 311.3 568.8 311.4 569.0 패스

7 314.0 568.1 314.4 567.6 패스

8 307.9 561.3 3.8.2 561.6 패스

9 275.5 563.7 276.2 564.1 패스

10 303.0 563.6 303.7 563.9 패스

공개특허 10-2007-0081902

- 5 -



도 5와 같이, 도전층 상면에 배치되는 보호층의 일부가 제2 투명 전극과 중첩되도록 배치하고, 제1 투명 전극, 베이스 필름

의 하부에 배치된 도전층의 후면, 베이스 필름의 후면에 배치된 도전층의 일측면 및 상기 베이스 필름의 일부분이 제2 도

전성 접착제와 접촉하도록 배치한 후에 50회의 굴곡성 테스트를 한 결과, 터치 패널에 형성된 기판과 FPC가 연결되는 접

합부에서 발생하는 크랙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도전층의 두께를 두껍게 형성함으로써 구리막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도전층의 두께가 얇아 단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

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터치 패널 액정 표시 장치에 의하면, 터치 패널에 형성된 기판과 FPC가 연결되는 접합부

에서 발생하는 크랙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터치 패널이 부착되는 액정 표시 장치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터치패널을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치 패널의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치 패널과 FPC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치 패널과 FPC의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 액정 표시 패널 30: 터치 패널

31: 제1 기판 32: 제1 투명 전극

33: 도트 스페이서 34: 제2 기판

35: 제2 투명 전극 60a, 60b: Y축 전극

70a, 70b: X축 전극 80: FPC

81: 신호 접합부 82:FPC 접합부

83: X축 전극 접합부 84: 제1 패턴

85: 제2 패턴 86: Y축 전극 접합부

87: 제3 패턴 88: 제4 패턴

89: 제5 패턴 90: 제6 패턴

101, 103: X축 전극 104, 106: Y축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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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베이스 필름 121: 접착층

122a, 122b: 도전층 123: 비아홀

124a: 제1 도전성 접착제 124b: 제2 도전성 접착제

125: 보호층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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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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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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