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LCD : 액정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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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액정은 액체와 고체상의 특성이 혼합된 물질의 상태로 고체와 액체의
이중적인 성질과 외부의 힘들에 의해 쉽게 변형하는 성질이 있다. 고
체상으로 있을 때, 열이 가해지면 탁한 상태(turbid system)로 변하고,
탁한 상태에서 열이 가해지면 등방성1)액체(isotropic liquid)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
□ 이러한 상의 변화는 도식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냉각(cooling
system)시키면 반대의 과정인 등방성액체에서 액정으로 그리고 최
종적으로는 고체상태가 된다. 액정상을 유발시키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heat
Solid →
←
cool

SOLID
낮은 온도
SME CTIC A

Liquid Crystal

heat
→
← Liquid
cool

LIQUID CRYSTALLINE
NEMATIC

LIQUID
높은 온도
ISOTROPIC

1)방향에 따라 물질의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것. 비등방성(非等方性)에 대응하는 말로 기체나
보통의 액체 및 비정질(非晶質)인 고체는 등방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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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정의 전기광학효과(electro-optic effect)는 액정분자의 어떤 배열상
태가 전장의 인가에 의해 변하고 이로 인해 액정셀의 광학적 성질이
변해 전기적으로 빛이 변조되는 성질을 말하며, 액정의 전기광학적효
과중 액정디스플레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 표시부문에서 액정셀은 두개의 투명전극(금속 또는 금속옥사이드필
름)으로 코팅된 유리간에 샌드위치된 박막필름으로 설계되고, 액정필
름의 두께는 6～25마이크로미터이고 화학적으로 비휘발성인 spacer
에 의해 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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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와 습기제거를 위하여 외부의 환경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밀봉된 액정셀은 전기가 인가되지 않았을 때는 투명한 형태
(transparent)를 띄고 있다가 전기가 인가되면 빛을 통과시키지 않는
불투명체(opaque)가 된다.

ㅇ 電界의 이용은 액정의 분자배열을 변화시켜 전압이 인가되면 표시는
검게 나타나고 전극의 한쪽은 아라비아 숫자의 패턴형태가 된다. 편
광프리즘의 방향 변화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는 흰색 또는 검정배경으
로 보여질 수 있다.
□ 액정은 액정분자의 배열구조의 차이에 따라 스메틱액정(smetic), 네
마틱액정(nematic), 콜레스테릭액정(cholesteric)등으로 크게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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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Liquid Crystal)
농도전이형 액정

온도전이형 액정

(Lyotropic Liquid Crystal)

(thermotropic Liquid Crystal)

Nematic type

Smetic type

Ordinary nematic
Chiral nematic
Smetic A
Smetic B
Smetic C

ㅇ 스메틱액정(smetic) : 막대모양의 분자가 층모양의 구조를 형성하며
구성분자는 서로 평행으로 배열하여 각층의 면위에 거의 수직으로
있는 구조로 분자층 사이의 결합은 비교적 약하여 서로 미끄러지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

sm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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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네마틱액정(nematic) : 막대모양의 분자가 서로 평행으로 배열하고
있지만 각각의 분자는 장축방향으로 비교적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
으며 층상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점
도는 작다.

nematic

ㅇ 콜레스테릭액정(cholesteric) : 스메틱액정과 같이 층상구조를 형성하
지만 장축의 분자는 각층의 면내에서 네마틱액정과 유사한 평행배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접한 층사이에서 분자축의 배열방위가 약간씩
벗어나 있는 형태이며 전체로서는 나선구조를 하고 있다.

cholest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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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수동행렬 LCD

□ 수동형(Passive Matrix) LCD소자들은 가로와 세로방향의 전극을 격
자형태로 배열하고 동작시키고자 하는 화소를 교차하여 지나가는 가
로 및 세로위치의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여 화상을 표시하는 구조로
능동소자2)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말함
HSC/21 Doc.42.068

: A panel which displays images by means of light modulation
which is produced by controlling the applied voltage to each display dot through active
elements assigned for each display dot, thereby rearranging the molecular of liquid crystal. The
panel does not have a drive circuit attached to it.

Active type LCD Panel

: A panel which does not have active elements assigned for
each display dot and which displays images by controlling the applied voltage to each
display dot through the counter electrode, thereby rearranging the molecular of liquid crystal.
The panel does not have a drive circuit attached to it.

Passive type LCD panels

: A LCD panel to which at least a drive circuit has been added. In some
cases, additional components, such as back-light, mechanical parts for mounting the panel
and the like, may also be added (cf. Doc. 41.785).

LCD modules

□ 세그멘트 드라이버 방법은 계산기와 같은 단순표시장치로 사용된다.
도트매트릭스 방법은 휴대용컴퓨터 및 박막트랜지스터 모니터와 같은
고해상도의 표시장치로 사용된다.
2)TFT LCD의 TFT는 thin film transistor가 각 화소당 1개씩 부착된 능동소자(active element)를 갖추고 있어 형
태로 볼 때 active matrix에 해당되나 LCD Panel의 개념으로 볼 때 LCD모듈은 구동회로(drive circuit)가 추가되
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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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트매트릭스 LCD의 픽셀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특정수직신호전극
및 수평주사전극의 교차부분에 전압이 인가된다. 이러한 방법은 펄스
구동방법에 의하여 시분할에 의하여 동시적으로 여러개의 픽셀을 구
동시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은 멀티플렉스, 다이나믹, 드라이버
방식으로 불리고 있다.
Direct Driving

Mutiplex Driving

Y-전극
픽셀

X-전극

Segment Display
(7-segment)

Matrix Display
(dot-matrix)

패시브매트릭스 LCD의 원리

□ 수동매트릭스 LCD에서는 스위칭장치가 없고 각 개별픽셀은 하나의
프레임타임이상으로 주소가 있다, 액정에 인가되는 유효한 전압은 여
러 프레임타임이상으로 평균신호전압펄스이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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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150mc이상의 늦은 응답시간으로 귀결되고 최대 명암비율의
감소를 초래한다.
□ 능동매트릭스 LCD는 하나이상의 TFT가 각 픽셀에 위치하고 있고
픽셀에 인가되는 전압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스위치기능과 Storage
capacitor(화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용량을 형성)가 전극의
각 부분에 집적되어 있다.
□ 액정분자는 길다란 막대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액정들은 모두 상하의
유리기판면과 수평인 방향으로 배열되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 액정의
방향성을 주기 위하여 수평을 유지하면서 비틀림각을 만들게 되는 데,
이 비틀림각의 차이에 따라 LCD는 TN(90。: Twisted Nematic)형과
STN(180～270。)형으로 구별(TN과 STN)한다.

STN LCD

N LCD

T

- STN은 초비틀린구조가 가지는 복굴절효과로 인하여 일정한 바탕색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바탕색은 Color STN의 구현에 결정적인 단
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Color Display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흑백상
태가 필요하다. 복층 STN은 흑백상태를 만드는 한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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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DSTN(Double Super Twisted Nematic) : STN LCD에서 흑백상태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틀림이 서로 반대인 두개인 STN LCD가 겹쳐진
액정표시소자를 말한다.

ㅇ FSTN(Film Super Twisted Nematic) : DSTN과 유사하게 칼라보상
액정셀대신 플리머된 얇은 막을 사용한 것으로 DSTN에 비해서 콘
트라스트는 떨어지지만 큰 시야각 및 박형정량의 장점을 갖고 있다.

N

STN

T

single FSTN

ouble FST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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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형

및 그래픽형 LCD 모듈

□ 도트매트릭스 방식으로 ASCII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텍스트형(text
or character type)과 그래픽방식으로 화면을 표시할 수 있는 그래픽
(graphic)형이 있다.
□ 텍스트형 LCD모듈에는 텍스트 문자를 표시할 자리가 각 문자당 5×8
도트식으로 미리 마련되어 있고 모듈내부에는 반드시 문자발생
(Character Generator) ROM과 LCD콘트롤러를 가지고 있는 반면, 그
래픽형 LCD모듈에는 텍스트문자를 표시할 때는 사용자가 일일이 도
트 하나하나를 구동하여 그래픽적인 방법으로 문자의 모양을 그려주
는 방식이다.

ㅇ 반사형(Reflective) : 백라이트 없이 자연광의 반사에 의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은 Positive Image방식에 적합하며 후면에 반
사판이 필요하고 아주 밝은 곳에서 유리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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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과형(Transmissive)은 후면에 부착된 Backlight의 빛을 이용한 방

식으로 Negative Image방식에 적합하고 빛이 적은 곳에서 사용이
유리하다.

ㅇ 반투과형(Transflective)은 위의 두가지를 복합한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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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

 TFT-LCD 구조

□

-LCD는 TFT가 형성되어 있는 유리기판(하판), Color Filter가
형성되어 있는 유리기판(상판), 그 사이에 주입된 액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TFT

TFT-Array 기판
Color-Filter 기판

～0.1mm

～0.3mm

POLARIZER
GLASS SUBSTRATE
COLOR FILTER
TN LIQUID CRYSTAL

Sub-Pixel

단위화소(Dot)

ITO
DATA LINE
GATE LINE

GLASS SUBSTRATE
TFT
POLARIZER

ㅇ Backlight Unit에서 입사된 백색평면광을 구동회로부터 입력된 개개
화소의 신호전압에 따라 화소에 투과되는 빛을 제어하여 Color 영상을
표현한다. 컬러화상은 적색(R), 녹색(G), 청색(B) 세 종류의 컬러필터를
조합하여 얻어지며, RGB 세 개의 화소가 모여서 한 개의 컬러화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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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셀(pixel)은 화소(picture element)이고 전자표시장치에 있어 공간적인
정보를 위한 가장 작은 주소로 불러낼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한다. 이
픽셀은 작은 화소단위인 세가지(R․G․B ; red, blue, green) 소단위
픽셀(subpixel)로 나누어진다.

ㅇ Stripe 배열 : 설계 & CF 공정 간단(직선 Data 배선), 구동회로 간단
하고 고해상도 Data Display(Note PC, PC Monitor)
ㅇ Mosaic 배열 : 설계 간단(직선 Data 배선), 혼색성 우수, 구동회로 복잡
ㅇ Delta 배열 : 설계복잡 (Zig-Zag Data 배선), 혼색성 최우수, 저해상
A/V 용 Display(소형 TV)
- 53 -

 TFT-LCD 동작

□ CRT 디스플레이방식은 아날로그로 입력되는 각화소(픽셀) 데이터
신호를 전자총으로 브라운관에 주사하는 방식이나, LCD의 디스플레이
방식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로 입력되는 각 화소(픽셀) 데이터를
Drive IC를 이용하여 데이터 값으로 바꾸어 한 라인씩 LCD패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 액정유리기판 하판에는 액정 Capacitor가 Matrix형태로 유리기판위에
배열되어 있고 각각의 화소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스위치로서 TFT
가 연결된 것이 TFT-Array이다.
□

LCD의 각 화소의 이상적인 등가회로는 하나의 TFT와 액정
Capacitor로 구성되고 구동회로에서는 각 화소를 제어하기 위해
source 단자와 gate단자 그리고 공통전극 총 3가지의 단자에 인가되
는 전압을 조절하여 화소가 계조를 표현하도록 한다.

TFT

액정 capacitor : Capacitor는 수동전기소자(충전기)로서 일시적으로 전하를 저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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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개의 평판 전극
이 일정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 유전체가 들어있는 구조이다.

□ 이렇게 TFT와 액정capacitor로 구성된 각 화소가 LCD의 해상도에
따라 가로, 세로로 규칙적으로 배치된다. 예를 들어 XGA해상도
(1024×768)인 경우 가로 1,024라인 그리고 세로 768라인의 교차점에
배치된다.
3m(2400:800:RGB)

TFT-Array
Sub strate

Bonding Pad
(m×n) Resolution
(3m×n) active matrix

Color-Filter
Sub strate
n
(600)

Unit Dot
(R,G,B sub-pixels)

SVGA : 800×RGB×600
(2400×600) Matrix

□ 가로방향의 라인에는 각 화소트랜지스터의 Gate단자와 연결되고
세로라인에는 트랜지스터의 Source단자가 연결된다. 그리고 TFT와
연결되지 않은 액정 Capacitor의 단자는 모두 TFT LCD의 칼라필터가
있는 Glass의 도전성 ITO막에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공통전극을
형성한다.
□ 액정capacitor에 데이터가 기입되는 순서는 우선 공통전극전압,
source단자와 연결된 source driver IC로부터 신호가 인가되어 TFT를
turn on하면 TFT경로를 통해 계조전압이 액정에 인가되어 공통전
극전압과 계조전압의 차이만큼 액정이 계조표현을 얻게 된다.
① 액정 capacitor

ㅇ 액정유선율은 액정의 회전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유전율 이방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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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normal white mode의 TN액정에서는 black일 때 최대, 그
리고 white일 때 최소가 된다. 액정 capacitor에 전압을 인가하면 광
투과율이 달라지므로 전압크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밝기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가전압대 투과율은 원점에 대해 대칭성이다. 이때 투
과율이 90%가 되는 전압을 문턱전압(Vth), 투과율 10%가 되는 전압을
포화전압(Vs)라 한다.
일

② Kickback전압

ㅇ TFT Gate에 Von전압 후 Voff전압이 인가되면 픽셀에 충전되어 있던
전압이 강화되어 원하지 않는 계조전압이 액정에 인가된다. 이 전압
강하분을 Kickback 전압 이라하고 Vk로 표기한다.
③ Gate Line

ㅇ

의 Gate 단자들을 일렬로 연결하여 하나의 주사선에 해당하는
TFT들을 동시에 control하는 Gate Line은 어느 TFT에든지 같은
control전압이 인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1H(Horizontal) 주기가
짧아지게 되는 고해상도 패널에서는 신호가 지연되는 만큼 서로 이웃
하는 Gate Line신호에 오버랩 되는 경우가 존재하여 TFT Turn On
시간을 줄여야 하므로 액정충전율이 떨어져 contrast가 나빠지게 되고,
Gate Line방향으로 Vk uniformiry가 나빠져 화질저하가 발생되기도 한다.
TFT

④ Source Data Lin

ㅇ Gate Line 신호지연과 Data Line신호지연시간이 존재하므로 이상적인
TFT Turn On 시간은 이에 반비례하여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TFT Turn On에 전류증가 또는 Pixel Capacitor감소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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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통전극

ㅇ 액정capacitor는 광투과기능을 수행하므로 전극으로서 ITO (Indium
Tin Oxide)투명전극을 사용한다. color filter glass에 형성된 ITO막
으로 LCD각 Pixel의 액정용량에 필요한 전하를 공급하게 된다. ITO는
투과율과 전기적인 측면에서 저항성분이 작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은 저항을 갖는 ITO막을 얻는 데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
으므로 구동측면에서는 공통전극을 통해 흐르는 저항값을 줄이는 구
동방법을 추구한다.
⑥ Timing Control IC

ㅇ LCD모듈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구동 Driver IC를 동작시키기 위한
신호가 필요하고 이신호를 만들어 내는 매개체가 Timing Control IC이
다.
※ Timing Control IC는 Data Timing을 조절하는 Data 처리부, Drive IC로 들어가는 신
호를 만들어주는 신호처리부, Graphic Controler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들이 가변적인 신호
를 일정하게 처리하여 데이터 처리부와 신호처리부와 신호처리부에서의 작업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입력처리부, Clock을 조절하는 Clock처리부의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⑦ Source Driver IC

ㅇ 각 화소에 전달되는 전압값을 한 라인 간격으로 내려주는 것을 Source
Driver IC라 한다.
⑧ Gate Driver IC

ㅇ 각 화소의 전압값이 화소에 전달될 수 있고 Gate를 On시켜주는 것을
Gate Driver IC라 하고, Driver IC를 컨트롤 하기 위한 신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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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nig Control IC에서 만들어준다.

T

ㅇ 실제로 LCD Display에는 수백만개 이상의 화소가 집적되어 있다. 유
리기판상에 배열된 TFT소자의 Gate 또는 Source전극들은 하나의
Row나 Column Line을 공유하고 있다. 3×3으로 배열되어 있는 화소
들에 그림이나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Gate전극은 시간분할방식에 의
해 스캐닝 된다.
ㅇ 예를 들면 2번째 게이트라인이 스캔되고 있으면 게이트 전극에 펄스가
인가되고 모든 소스전극라인에 신호전압이 인가된다. 만약 신호전압에
액정을 구동할 수 있는 전압이 인가되고 나머지 전압에서는 액정구
동전압보다 작은 전압이 인가되면 중간의 화소만 동작하게 된다.
ㅇ 만약 게이트 전극에 펄스가 인가되지 않으면 모든 TFT들은 off되어
액정 capacitor에 인가된 신호전압이 유지되게 된다. 이러한 동작원리에
의해 모든 게이트전극에 순차적으로 펄스가 인가된다. 해당소스전극에
신호전압을 인가함으로써 판넬의 모든 화소를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ㅇ 이런식으로 한 프레임의 화상이 표시되고 난 후 연속적으로 다른 프
레임을 표시함으로 동화상표시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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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조 공정

-LCD는 어레이 공정(Array Process), 컬러필터 공정(Color
Filter), 셀 공정(cell process), 모듈공정(module process)으로 구분한
다.
TFT

-LCD 제조 공정 개념도>

<TFT

ㅇ TFT LCD 생산 공정은 크게 박막 트랜지스터를 글래스(Glass) 안에
제조하여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TFT-Array)를 만드는 어레이공정
(Array Process), 어레이 기판과 컬러필터(Color Filter) 기판을 조립
하여 액정을 주입하여 액정 셀(Cell)을 형성하는 셀공정(cell process),
액정 배열을 변화 시켜 빛의 양을 조절 하지만 색을 구현하기 위한
R, G, B로 만들기 위해서 컬러필터(Color Filter) 공정으로 구분되어
진다.
ㅇ 마지막으로 액정셀에 구동 칩 등의 구동회로 부분과 백라이트(Backlight)
등을 조립하고 최종 제품검사를 하는 모듈공정(module process)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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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레이 공정(Array Process)

□ 어레이공정은 세정(Cleaning), 박막증착(Thin Film Deposition), 포토
(Photolithography), 식각(Etching), 검사(Test)공정의 반복과정을 통해
원하는 막의 모양을 형성한다.
<

Array 공정>

□ 위의 공정이 한번 거치는 것을 Layer라고 하며 어레이공정은 포토공
정에 사용되는 마스크의 수만큼 레이어를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기판
위에 각각의 화소를 구동조절하는 박막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공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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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착공정

ㅇ Gate 전극, Data(Source/Drain) 전극, 화소(Pixel) 전극, 절연막
(Insulator), 보호막(Passivation), 반도체막(a-Si,n+ a-Si)을 물리적
혹은 화학적 방법으로 Glass위에 막을 형성시키는 공정 이다.

PECVD

Sputtering

- Sputtering 방식은 Gate전극, Data(Source/Drain) 전극, 화소(Pixel)전
극은 금속물질(알루미늄, 크롬, ITO,몰리브덴)로써 물리적 방법을 이
용한 증착방식이다.
- PECVD 방식은 절연막(Insulator), 보호막(Passivation), 반도체막은
SiNx ,a-Si, n+ a-Si로써 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증착 방식이다.
② 세정공정

ㅇ 초기 투입이나 공정 중에 Glass나 막 표면의 오염, Particle 을 사전에
제거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정이며 또한 막과 막 사이의 밀착성
확보에 도움을 준다.

세정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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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V 광을 사용하여 유기물의 화학 결합을 끊고 산소 반응기를 발생
시켜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는 UV 세정
- Brush를 사용하여 Glass에 물리적인 힘을 가함으로써 Glass에 고착된
Particle을 제거하는 Brush 세정
- 진동에 의한 기계적인 Energy에 의한 물리력으로 오염물을 세정액
중에 떨러지게 하는 Mega Sonic 세정
③ 포토공정

ㅇ 초기막 위에 만들고자 하는 형태를 담은 Mask로 빛을 통과시켜 그
형태를 Mask로 부터 감광제(PR)로 옮기는 작업을 말하며 감광제 도포
(PR Coating), 노광 및 현상의 일련의 공정을 의미한다.

PR Coating

노광

현상

- PR Coating은 필요한 두께의 PR을 Glass 전체에 균일하게 형성시
키는 것이며 노광은 Mask와 Glass의 정렬과 빛의 Exposure로 나누며
일정한 광량을 균일하게 전사시키는 것이다.
- 현상은 노광된 PR 부분을 현상액을 사용하여 기판에 PR Pattern을
형성하는 것이다.
- PR이란 Photo Resistor의 약자로 일종의 감광제이며 Polymer, Solvent,
Sensitizer의 세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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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각공정

ㅇ 감광제(PR)가 제거된 부문의 막을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이다.

Wet Etching

Dry Etching

- Wet Etching 방식은 화학 용액을 이용하여 금속물질(알루미늄, 크롬,
ITO,몰리브덴)을 습식식각 방식
- Dry Etching 방식은 Gas Plasma를 이용하여 SiNx, a-Si, n+a-Si 막을
식각하는 건식식각 방식
⑤ 박리공정

ㅇ Etching 공정후 Pattern형성을 위해 남겨진 감광제(PR)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 Strip 공정의 필요조건은 PR의 완전제거/ 하부막에 대한 Damage가
없어야 하며, 이후 공정 진행을 위한 균일한 표면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세정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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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검사공정

ㅇ 공정, 반제품, 제품의 품질을 조사/평가하여 불량을 가려내는 공정임.
- MPS 검사방식은 전기적 신호를 인가하여 TFT의 구동특성 및 특성
불량, 선불량, 점불량 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 Array 내부의 반독되는 Pattern을 Image Processing하여 비정상적인
Pattern(점불량, 선불량)을 검사하는 Pattern검사방식과 육안검사를
하는 Macro 검사방식이 있다.

검사공정

 컬러필터 공정 (Color Filter Process)

□ 컬러필터 공정은 Black Matrix가 형성된 Glass위에 염료나 안료를
사용하여 R, G, B의 Color Filter층을 제작한 후 공통전극용 ITO를
형성하는 공정이다.
ㅇ 광원(Back Light)으로부터 나온 백색광을 빛의 3원색인 빨강 (Red),
녹색(Green), 파랑(Blue)으로 분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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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Filter 공정>

ㅇ C/F기판은 색상을 구현하는 Color Filter Pattern과 R.G.B Cell 사이의
구분과 광차단 역할을 하는 Black Matrix, 그리고 액정Cell에 전압인
가를 위한 공통 전극(ITO)으로 구성되어 있다.
- Black Matrix는 Color Filter의 R․G․B Pattern사이에 위치하며 픽
셀전극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과 픽셀전극 주변부에 형성되는
Reverse Tilted Domain을 차폐시키는 목적으로 설치한다.
ㅇ 또한, Black Matrix는 TFT의 직접적인 광 조사를 차단하여 TFT의
누설 전류 증가를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즉, Staggered 구조의 TFT 일
경우 TFT Channel 부위는 Bottom Gate 전극과 Color Filter의
Black Matrix에 의해 광차폐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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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스

블랙매트

ㅇ 저반사 특성을 가지는 Color Filter기판의 제조공정은 일반적으로
Cr/CrOx를 이용한 Black Matrix의 형성과 안료분산법에 의한 Color
Filter형성, 공통전극의 형성으로 이루어진다.
※ 공통전극(Color Filter), 화소전극(TFT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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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Filter 세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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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공정(Cell Process)

□ 셀공정은 어레이 기판과 컬러필터(Color Filter) 기판을 조립하여 액
정을 주입하여 액정 셀(Cell)을 형성하는 공정

ㅇ 일반적으로 배향막형성, 러빙, cell gap형성, assembly, cell cutting,
액정주입, 편광필름부착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 Cell 세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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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I Print(Alignment Layer Print, 배향막형성)

ㅇ ITO 투명 전극위에 액정분자를 배향시키기 위하여 유기 고분자막을
도포하는 공정으로, 배향의 안전성, 내구성, 생산성을 고려하여
POLYIMIDE (PI)수지가 이용되고 있다.
ㅇ 이공정은 액정분자의 균일한 배향을 형성하여, 정상적인 액정구동이
가능하게 하고, 균일한 display 특성을 갖게 한다.

인쇄 table ② glass기판 ③ 도포재료 공급 dispenser
roller ⑥ APR수지판 ⑦ 인쇄 roll

* ①

④

doctor brade

⑤

anilox

② Rubbing

ㅇ 천을 이용하여 배향막에 일정한 방향으로 문질러주는 것을 Rubbing
이라 한다. PI 배향막이 도포된 TFT, C/F 기판을 면 또는 나일론계의
섬유를 심은 포를 표면에 붙인 금속의 원통형 ROLL을 회전시키면서
배향막이 도포된 기판의 표면을 마찰시켜 특정방향에 배향력을 형성
시켜 시야각을 형성시키는 공정
ㅇ Polyimide 배향막에 Rubbing을 하면 액정분자들이 Rubbing방향으로
정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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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er 회전 방향

alignment layer(배향막)

배향막
기 판
이

동

③ Spacer Spray

ㅇ LCD 제조 공정 중에서 액정 CELL을 접합시킬 때 각 표시 소자들
사이에 GAP 두께를 정밀하게 내기 위해서 일정한 크기의 SPACER를
균일하게 산포하는 공정이다.
ㅇ 액정표시장치는 TFT기판(하판)과 Color Filter기판(상판)에 일정한
Gap이 주입된 액정분자에 전압을 인가하여 구동시키는 전기광학소자이다.
ㅇ 따라서 두 기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셀간
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통과하는 빛의 투과도가 달라져 불균일한 밝
기를 나타내게 되므로 구동Panel 전면에 일정하게 Spacer를 뿌리는
공정이 필요하게 된다.
CF 기판

N2 Gas
Solvent
SPacer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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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r

TFT-Array 기판

④ Seal Print

ㅇ 배향막이 형성된 GLASS 기판에 액정이 주입될 수 있도록 열경화성
수지인 SEALANT를 SCREEN MASK인쇄법으로, 얇은 막으로 인쇄
하여 PRE BAKE하는 공정이다.
Sealant

Screen Mask

배향막
Seal

TFT-Array 기판
액정 주입구

스크 마스크

스크린마스크법
린
법

Sealant Dispenser
Seal
배향막

TFT-Array 기판

ispenser

D
법
Dispenser법

⑤ Short Dispenser

ㅇ COLOR FILTER의 공통전극에 신호를 인가하기 위하여 SEAL PRINT
완료후 C/F 기판의 특정 부위에 SILVER PASTE를 DOTTING하는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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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전극(ITO)

Color Filter 기판

Spaccr

Bonding
Pad

Short

TFT-Array 기판

배향막

Seal

Dispenser

액정 주입구

⑥ Assembly

ㅇ TFT기판과 COLOR FILTER 기판을 ALIGN MARK를 이용하여 기판
위치를 맞추고 적당히 가압하면서 UV를 조사하고 경화하여 액정
CELL을 형성하는 공정이다.
ㅇ TFT기판과 Color Filter의 Alignment정도는 각 기판의 설계시 주어
지는 Margin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통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정밀
도가 요구된다. 두 기판의 Alignment가 주어지는 Margin을 벗어나면
빛이 새어 나오게 되어 구동시 원하는 특성을 갖지 못한다.

ㅇ 장비의 정밀도 외에 공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판의 미끌림
인데, 보통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고정시키는 Seal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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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Seal Line 경화

ㅇ 전공정에서 ASSEMBLY가 완료된 기판을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CELL GAP을 형성하는 경화 공정이다.
ㅇ Cell단위의 Cutting과 액정주입을 위해서는, Assembly가 완료된 기판의
Seal을 일정한 Cell Gap을 유지하며 경화시키는 공정이 필요하며, 이
공정에서 Gap의 정밀도가 결정된다. 공간적으로 불균일하면 액정주
입 후, 불균일한 투과 특성이 얼룩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⑧ Cell Scribe & Break

ㅇ CELL GAP 형성 공정 후의 GASS를 필요한 SIZE로 절단하는 공정
으로써 GLASS 표면에 라인을 형성하는 공정을 SCRIBE, SCRIBE시킨
GLASS를 절단하는 공정을 BREAK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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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화공정후, 기판에서 각각의 Cell로 절단하여 분리하는 공정으로
Glass보다 경도가 높은 다이아몬드 재질의 휠로 Glass 표면에
Cutting Line을 형성하는 Scribe 공정과 힘을 가하여 절단하는
Break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⑨ 액정주입

ㅇ 절단된 TFT기판과 C/F 기판을 ASSEMBLY 후 액정을 주입하는 공
정으로 VACUUM을 이룬 후 약 2시간 정도 진공 탈포 진행 후,
BAKE OVEN에서 120℃로 약 120분 정도 열처리를 한다.
ㅇ Cell은 수마이크로미터의 Gap을 갖는다. 이런 구조의 Cell에 효과적
으로 액정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Cell 내외의 압력차를 이용한 진공
주입법이 널리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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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액정 속의 미세한 공기 방울이 Cell에 주입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끼리 결합하여 기포를 형성하면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
지하기 위해, 액정을 장시간 진공에 방치하여 기포를 제거하는 탈포
과정이 필요하다. 액정주입을 위해서는 보통 수 mTorr정도의 진공도
가 필요하다.
※ END SEAL 공정 : 액정 주입이 완료된 CELL의 주입구에 UV경화
수지를 DISPENSOR를 사용하여 도포한 후 UV를 조사하여 주입구
를 막으며, CELL GAP을 최종적으로 조절하는 공정
액정 주입구
주입구 Seal

Seal
Short

Seal

Spacer

End Seal
(uv selalant)

⑩ 패널 세정 공정

ㅇ 액정주입/봉지후 panel외부에 남아있는 액정잔유물 및 glass chip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ㅇ 세정방법 : 초음파 및 알카리세제 이용, 건조는 일반적으로 열풍건조
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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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외관검사

ㅇ Panel제작후의 육안검사로 panel내부의 이물, 배향불량, panel외부 흠집,
파손 등을 검사하는 작업이다.
ㅇ Light box를 이용하여 편광판을 검사하고자하는 panel의 위에 놓고
panel의 상태를 검사기준에 따라 육안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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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공정 (Moudule Process)

□ 모듈 조립 공정은 선행 공정인 액정 공정으로부터 넘어오는 LCD 셀과
back light 등의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이다.
모

정

< 듈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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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패널 세정

ㅇ Glass Panel을 1매씩 Loading한 뒤 상하면에 Glass Chip을 Rotary
blade로 습식 제거 후 Brush세정, 순수세정, Air Knife건조를 수행
하는 공정이다.

② 편광필름 부착

ㅇ 세정된 Panel에 편광 Film 공급, 보호 Film 박리, 위치결정 상태에서
편광 Film을 Roller로 부착한 후 Tray에 적재하는 공정이다.

③ TAP 부착공정

ㅇ Panel + 편광Film 상태의 P/A를 투입하여 Source & Gate TCP를
ACF 사용하여 부착하고 Tray에 수납하는 자동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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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탈포공정

ㅇ POL 부착 후 POL과 GLASS사이에 생기는 기포를 열 및 압력에 의해
제거하고 POL 부착력을 증대 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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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TAB 검사 공정

ㅇ TAB+Panel 상태의 D/A를 투입하여 화질검사와 전기적 기능검사를
통하여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중간검사 공정이다.

⑥ PCB 부착 공정

ㅇ Panel + 편광판 + TCP 상태의 D/A 와 ACF 부착된 SMT PCB를
자동 위치결정한 후 가압착 및 본압착을 수행하는 자동 공정이다.

⑦ 조립공정

ㅇ Panel + 편광판 + TAB + PCB 상태의 B/A에 B/L 및 Top Case
조립, 조정검사, Aging, 최종검사공정을 수행하는 Module 총조립
In-Line Conveyer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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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ging 공정

ㅇ 조립 완료된 Module 제품의 초기불량 검출목적으로 고온 Room
Chamber에서 일정 시간동안 Aging을 행하여 Field 불량을 안정화하
기 위한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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