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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네가티브 유전 이방성을 갖는 극성 화합물의 혼합물을 기반으로 한 액정(LC) 매질, 전기-광학 디스플레이, 특히

ECB(전기적으로 제어된 복굴절(electrically controlled birefringence)) 또는 VA(수직으로 정렬된(vertically aligned))

모드 또는 유사한 모드를 기반으로 한 활성 매트릭스 어드레싱(addressing)을 갖는 전기-광학 디스플레이에서 이들의 용

도, 및 상기 유형의 LC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이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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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가티브 유전 이방성을 갖는 극성 화합물의 혼합물을 기반으로 한 액정(LC) 매질, 특히 MVA(다중 도메인 VA

(multidomain VA)), PVA(패턴화된 VA(patterned VA)) 또는 ASV(진보된 슈퍼 뷰(advanced super view)) 모드 등과 같

이 추가적으로 개발된 것을 포함한, ECB(전기적으로 제어된 복굴절(electrically controlled birefringence)) 또는 VA(수

직으로 정렬된(vertically aligned)) 모드를 기반으로 한 활성 매트릭스 어드레싱(addressing)을 갖는 전기-광학 디스플레

이용 액정 매질에 관한 것이다.

상기 ECB, VA 또는 ASV 모드의 디스플레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호메오트로픽 표면 정렬을 갖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특

별히 지정된 LC 매질이 요구된다. 따라서, LC 매질은 네가티브 유전 이방성 및 UV 노출 후 전압 보전율(HR)에 대한 낮은

값을 가져야만 한다. 추가로, 전기-광학 디스플레이에서의 산업 용도에 있어서, LC 매질은 일반적으로 열, 적외선, 가시광

선 및 자외선 범위와 같은 방사, 및 직류와 교류 전기장과 같은 습기, 공기 및 물리적 효과에 대한 높은 내화학성을 가져야

만 하고, 추가로 적합한 온도 범위 및 낮은 점도에서의 LC 상을 가져야만 한다. TV 및 모니터 용도에서는, 빠른 반응 시간

및 낮은 문턱 전압, 추가로 우수한 LTS(낮은 온도 안정성)를 갖는 LC 매질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네가티브 이방성을 지닌 종래 기술의 LC 매질은 종종 전술된 필요한 성질을 만족할만한 정도로 갖지 않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네가티브 Δε, 매우 높은 저항성, 및 동시에 넓은 작동 온도 범위, 짧은 반응 시간 및 낮은 문턱 전압을 갖는 VA 모

드 또는 관련된 모드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많은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본 발명은 특히, 전술한 단점을 가지지 않거나 단지 감소시킨, 바람직하게는 매우 높은 비저항, 낮은 문턱 전압, 우수한

LTS 및 빠른 스위칭 시간을 동시에 갖는, ECB, VA 및 ASV 디스플레이용 LC 매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다른

목표는 전문가에게 이용가능한 LC 매질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다른 목표는 하기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즉시 명백해진

다.

이러한 목표는 본 발명에 따른 LC 매질을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달성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따라서,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하기 화학식 1의 화합물 5 내지 27%, 바람직하게는 7 내지 25%; 하나 이상의 하기 화학식

2의 화합물 2 내지 45%, 바람직하게는 4 내지 40%; 하나 이상의 하기 화학식 3의 화합물 12 내지 23%, 바람직하게는 13

내지 22%; 하나 이상의 하기 화학식 4의 화합물 0 내지 20%; 하나 이상의 하기 화학식 5의 화합물 18 내지 28%, 바람직하

게는 19 내지 27%; 하나 이상의 하기 화학식 6의 화합물 0 내지 12%; 하나 이상의 하기 화학식 7의 화합물 0 내지 14%;

하나 이상의 하기 화학식 8의 화합물 0 내지 18%를 포함하는 LC 매질에 관한 것이다:

화학식 1

화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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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3

화학식 4

화학식 5

화학식 6

화학식 7

화학식 8

상기 식에서,

R1 및 R4는 서로 독립적으로 메틸, 에틸, n-프로필, n-뷰틸, n-펜틸 또는 n-헥실이고, 또한 R4는 메톡시일 수 있으며,

R2는 메틸, 에틸, n-프로필, n-뷰틸, n-펜틸, n-헥실, 메톡시, 에톡시, n-프로폭시, n-뷰톡시 또는 n-펜톡시이고,

R3은 비닐 또는 1E-프로펜일이다.

R1이 n-프로필 또는 n-펜틸이고, R2가 에톡시 또는 n-뷰톡시인 1, 2 또는 3개의 화학식 1의 화합물; R1이 n-프로필, n-

뷰틸 또는 n-펜틸이고, R2가 에톡시 또는 n-프로폭시인 1, 2, 3 또는 4개의 화학식 2의 화합물; 선택적으로, R1이 에틸 또

는 n-뷰틸이고, R2가 메틸인 1 또는 2개의 화학식 2의 화합물; R1이 에틸 또는 n-프로필이고, R2가 에톡시 또는 n-프로폭

시인 1 또는 2개의 화학식 3의 화합물; 선택적으로, R1이 에틸 또는 n-프로필이고, R2가 n-프로필 또는 n-뷰틸인 1 또는

2개의 화학식 4의 화합물; R1이 n-프로필, n-뷰틸 또는 n-펜틸이고, R3이 비닐 또는 1E-프로펜일인 1, 2 또는 3개의 화

학식 5의 화합물; 선택적으로, R3이 비닐이고, R1이 메틸인 1개의 화학식 6의 화합물; 선택적으로, R1이 n-프로필이고, R4

가 n-뷰틸, n-펜틸 또는 메톡시인 1 또는 2개의 화학식 7의 화합물; 선택적으로, R1이 n-프로필 또는 n-펜틸이고, R2가

메톡시 또는 n-프로필인 1 또는 2개의 화학식 8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LC 매질이 매우 바람직하다.

추가의 바람직한 실시양태는 하나 이상의 화학식 1의 화합물 7 내지 12%를 포함하는 LC 매질; 하나 이상의 화학식 1의 화

합물 16 내지 24%를 포함하는 LC 매질; 하나 이상의 화학식 2의 화합물 10 내지 20%를 포함하는 LC 매질; 하나 이상의

화학식 2의 화합물 2 내지 10%를 포함하는 LC 매질; 하나 이상의 화학식 2의 화합물 25 내지 40%를 포함하는 LC 매질;

하나 이상의 화학식 4의 화합물 14 내지 20%를 포함하는 LC 매질; 하나 이상의 화학식 4의 화합물 5 내지 10%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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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LC 매질; 화학식 4의 화합물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LC 매질; 하나 이상의 화학식 6의 화합물 6 내지 12%를 포함하는

LC 매질; 화학식 6의 화합물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LC 매질; 하나 이상의 화학식 7의 화합물 4 내지 14%를 포함하는 LC

매질; 화학식 7의 화합물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LC 매질; 하나 이상의 화학식 7의 화합물 10 내지 18%를 포함하는 LC 매

질; 화학식 8의 화합물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LC 매질에 관한 것이다.

순수한 상태에서, 화학식 1 내지 8의 화합물은 무색이고, 전기광학 용도를 위해 유리하게 정해진 온도 범위에서 액정 메소

상을 형성한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열적으로 및 광에 대해 안정하다.

화학식 1 내지 8의 화합물은 문헌(예를 들어, 문헌[Houben-Weyl, Methoden der organischen Chemie(Methods of

Organic Chemistry), Georg-Thieme-Verlag, Stuttgart]과 같은 표준 기술)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 공지

된 방법에 의해, 상기 반응에 적합하고 공지된 반응 조건하에서 제조된다. 또한, 그 자체로 공지되었으나 더욱 상세하게 본

원에서 언급하지 않는 변형 방법이 본원에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LC 혼합물은 이용가능한 파라미터 범위를 상당히 넓힐 수 있다. 특히, 빠른 스위칭 시간, 낮은 문턱 전압,

우수한 LTS, 높은 비저항, 높은 UV 안정성 및 높은 용량 보전율(HR)을 갖게 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청명점, 회전 점도

γ1, 낮은 Δn 및 유전 이방성 Δε의 달성할 수 있는 조합은 종래 기술에서 공지된 물질 보다 뛰어나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LC 매질은 적당하거나 또는 작은 절대값의 네가티브 유전 이방성 Δε, 및 적당하거나 또는 작은 값의

수직 유전 상수 ε⊥를 갖는다. 활성 매트릭스 유형의 디스플레이에서 이러한 LC 매질을 사용하는 경우, 화소의 캐패시턴스

(capacitance)가 감소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LC 매질은 TV 및 광고 게시판과 같은 큰 스크린 크기를 지닌 LCD 패널,

특히 ASV-TV와 같은 ASV 모드의 디스플레이에서의 용도에 특히 적합하다.

LC 매질은 바람직하게는 0.09 내지 0.12, 매우 바람직하게는 0.09 내지 0.10 또는 0.11 내지 0.12의 복굴절 Δn을 갖는다.

또한, LC 매질은 바람직하게는 -2.5 내지 -3.5의 유전 이방성 Δε를 갖는다. 또한, LC 매질은 바람직하게는 5.8 내지 6.8

의 장분자축에 수직한 유전 상수 값 ε⊥을 갖는다. 또한, LC 매질은 바람직하게는 140mPa·s 미만의 회전 점도를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은 LC 매질을 유전체로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람직하게는 활성 매트릭스

어드레싱을 갖는 ECB, VA 또는 ASV 모드를 기반으로 한 전기-광학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이다. 이들 디스플레이에서,

LC 층은 바람직하게는 스위칭-오프(switched-off) 상태에서 호메오트로픽 또는 경사진 호메오트로픽 배향을 갖고, 상기

기재한 LC 매질을 함유한다.

예를 들어, 전극 기판 및 표면-처리된 전극을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LC 디스플레이의 구조는 상기 유형의 디스플레이

를 위한 통상적인 구조에 상응한다. 용어 "통상적인 구조"는 LC 디스플레이의 모든 유도체 및 변형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LC 혼합물은 통상적인 방식 그 자체로 제조된다. 일반적으로, 보다 적은 양으로 사용된 성

분의 바람직한 양은 유리하게는 승온에서, 기본 구성물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용해된다. 또한, 유기 용매, 예컨대 아세톤,

클로로폼 또는 메탄올 중에서 성분의 용액들을 혼합하고, 철저한 혼합 후에 용매를 다시 제거(예컨대, 증류에 의해)하는 것

이 가능하다.

또한, 액정 혼합물은 당해 분야의 숙련자에게 공지되고 문헌에 기재된 추가의 부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0 내지

15%의 다색성 염료가 첨가될 수 있다. 또한, 액정 혼합물은 UV 안정화제 또는 항산화제를 함유할 수 있다. 일부 적합한 안

정화제가 하기 제시되어 있다.

본원 및 하기 실시예에서, LC 매질의 성분의 구조는 하기 약어에 의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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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열거된 것은 예컨대, 본 발명에 따른 LC 매질에 첨가될 수 있는 가능한 안정화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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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기재되지 않는 한, 상기 및 하기에서, 백분율은 중량%이고, 모든 온도는 섭씨 온도로 주어진다. 다음과 같은 약어가

사용된다: m.p.은 융점, cl.p.는 청명점, 추가로 C는 결정질 상태, N은 네마틱 상, S는 스메틱 상, 및 I는 등방성 상이고, 이

들 기호간의 데이터는 전이 온도를 나타낸다. Δn은 광학 이방성, n0는 굴절률(589nm, 20℃)이다. υ20은 유동 점도(mm2/

초), γ1은 회전 점도[mPa·s]이고, 각각은 20℃에서 측정하였다. V10은 10% 투과율(판 표면에 수직한 시야각)에 대한 전

압이다. V10의 값의 2배에 상응하는 작동 전압에서 ton은 스위치-온 시간, toff는 스위치-오프 시간이다. Δε는 유전 이방성

(Δε는 ε∥-ε⊥, 여기서 ε∥는 장분자축에 평행한 유전 상수이고, ε⊥은 장분자축에 수직한 유전 상수이다)이다. 모든 광학

데이터는 달리 기재하지 않는 한, 20℃에서 측정하였다.

공개특허 10-2006-0059192

- 8 -



달리 기재하지 않는 한, 문턱 전압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디스플레이는 5㎛분리된 두 개의 평면-평행한 외판(outer plate)

, 및 외판 내부 상에, LC의 호메오트로픽 정렬을 야기하는 레시틴 정렬 층을 그 상부에 갖는 전극 층을 갖는다.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제한하지 않고 설명하고자 한다.

실시예 1

하기를 포함하는 액정 혼합물:

실시예 2

하기를 포함하는 액정 혼합물:

실시예 3

하기를 포함하는 액정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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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4

하기를 포함하는 액정 혼합물:

실시예 5

하기를 포함하는 액정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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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짧은 스위칭 시간, 낮은 문턱 전압, 우수한 LTS, 높은 비저항, 높은 UV 안정성, 및 높은 용량 보전율(HR)을 갖

는 LC 매질을 지닌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 이상의 하기 화학식 1의 화합물 5 내지 27%,

하나 이상의 하기 화학식 2의 화합물 2 내지 45%,

하나 이상의 하기 화학식 3의 화합물 12 내지 23%,

하나 이상의 하기 화학식 4의 화합물 0 내지 20%,

하나 이상의 하기 화학식 5의 화합물 18 내지 28%,

하나 이상의 하기 화학식 6의 화합물 0 내지 12%,

하나 이상의 하기 화학식 7의 화합물 0 내지 14%,

하나 이상의 하기 화학식 8의 화합물 0 내지 18%를 포함하는 액정 매질:

화학식 1

화학식 2

화학식 3

화학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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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5

화학식 6

화학식 7

화학식 8

상기 식에서,

R1 및 R4는 서로 독립적으로 메틸, 에틸, n-프로필, n-뷰틸, n-펜틸 또는 n-헥실이고, 또한 R4는 메톡시일 수 있으며,

R2는 메틸, 에틸, n-프로필, n-뷰틸, n-펜틸, n-헥실, 메톡시, 에톡시, n-프로폭시, n-뷰톡시 또는 n-펜톡시이고,

R3은 비닐 또는 1E-프로펜일이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R1이 n-프로필 또는 n-펜틸이고, R2가 에톡시 또는 n-뷰톡시인 1, 2 또는 3개의 화학식 1의 화합물,

R1이 n-프로필, n-뷰틸 또는 n-펜틸이고, R2가 에톡시 또는 n-프로폭시인 1, 2, 3 또는 4개의 화학식 2의 화합물,

선택적으로, R1이 에틸 또는 n-뷰틸이고, R2가 메틸인 1 또는 2개의 화학식 2의 화합물,

R1이 에틸 또는 n-프로필이고, R2가 에톡시 또는 n-프로폭시인 1 또는 2개의 화학식 3의 화합물,

선택적으로, R1이 에틸 또는 n-프로필이고, R2가 n-프로필 또는 n-뷰틸인 1 또는 2개의 화학식 4의 화합물,

R1이 n-프로필, n-뷰틸 또는 n-펜틸이고, R3이 비닐 또는 1E-프로펜일인 1, 2 또는 3개의 화학식 5의 화합물,

선택적으로, R3이 비닐이고, R1이 메틸인 1개의 화학식 6의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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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R1이 n-프로필이고, R4가 n-뷰틸, n-펜틸 또는 메톡시인 1 또는 2개의 화학식 7의 화합물,

선택적으로, R1이 n-프로필 또는 n-펜틸이고, R2가 메톡시 또는 n-프로필인 1 또는 2개의 화학식 8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매질.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0.09 내지 0.12의 복굴절 Δn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매질.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2.5 내지 -3.5의 유전 이방성 Δε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매질.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5.8 내지 6.8의 장분자축에 수직한 유전 상수 값 ε⊥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매질.

청구항 6.

전기-광학 목적을 위한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액정 매질의 용도.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액정 매질을 함유하는 전기-광학 액정 디스플레이.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활성 매트릭스 어드레싱(addressing)을 갖고, ECB, VA, 또는 ASV 모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광학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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