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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재 가장 리 쓰이고 있는 디스 이 방식은 액정의 배열을 기

으로 조 하는 방식인 LCD(LiquidCrystalDisplay)이나,LCD 방식은

색상을 스스로 구 할 수 없으므로 내부에 색을 구 하는 장치인 컬러필

터(Colorfilter)가 필요하다.[1-2]컬러필터를 제조하는 가장 일반 인 방

식은 안료를 분산시켜서 만든 조성물을 사용하여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해

RGB 패턴을 형성하는 안료분산법으로 패턴의 정 도나 화학 물성이

우수하다는 장 이 있으나 안료의 입자 거동 특성으로 인해 투과도

명암비를 하시키는 근본 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3-4]특히 Green컬

러 필터의 경우 극성이 낮은 Phthalocyanine유도체의 안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산제와의 상호작용이 어 분산에 어려움이 있었다.안

료의 단 을 극복하기 해 염료를 사용할 경우 색순도,투과도 등의 분

특성이 안료보다 우수하다는 장 이 있지만,열에 한 안정성이 떨어

지기 때문에 고온의 액정 배향막 공정 본래의 색상을 유지하기 힘들

며 내 성,내화학성 등의 내구성도 약하다는 단 을 갖고 있다.[5]이

때문에 컬러필터 제조 시 안료를 100% 염료로 체하는 것은 상용화에

문제가 있어 안료를 사용하되 목표 색상을 구 하며 안료의 분산성을 높

이는 시 지스트 역할의 염료를 도입하 다.이를 통해 안료만을 사용하

을 때의 취약 인 안료의 높은 입자 크기 분산 안정성 하,이로

인한 명암비 하 등을 억제하고자 하 다.따라서 본 연구는 Green컬

러필터에 합한 시 지스트 염료를 개발하고 궁극 으로 안료 단독 컬

러필터와 비교하여 명암비 등에서 더 높은 성능을 얻는 것을 목표로 진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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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CD 컬러필터용 시 지스트 염료 개발

2.1.컬러필터 구조 제조법

LCD 컬러필터의 기본 인 구조는 Fig.2.1과 같다.컬러필터는 Clear

substrate,BlackMatrix(BM),색상을 구 하는 컬러필터 이어 (RGB

컬러),Overcoat 이어(평탄화막),액정 셀에 압을 인가하기 한 공

통 극인 ITO(Indium TinOxide)필름으로 구성되어 있다.Overcoat는

RGB패턴의 보호와 평탄화가 목 이며 Acryl계나 Polyimide계의 Resin

을 사용한다.블랙매트릭스는 RGB패턴 사이에 치하여 R,G,B각 서

픽셀 사이의 빛을 구분하고 차단하여 LCD 패 의 명암비를 향상시키

는 역할을 한다. 원으로부터 각 픽셀로 빛이 통과하면 통과한 빛에 따

라 각 픽셀의 색이 결정되고,이것이 화면을 구성하게 된다.[6]

Fig.2.1StructureofLCDcolorfilterunit[7]

컬러필터 제조법인 안료분산법,염색법, 린 , 착법 가장 일반

인 방법은 안료분산법이다.안료분산법이란 안료를 미세하게 분쇄한

후 균일하게 분산시켜서 만든 잉크 조성물을 사용하여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해 RGB패턴을 형성하는 방법이다.안료 분산은 Fig.2.2의 세 가지 단

계,습윤,분쇄,안정화로 이루어진다.[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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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습윤(Wetting)-안료 표면의 공기와 수분을 수지용액으로

치환하여 안료 표면에 존재하는 공기와 수분이 수지 용액으로 바 다.

고체와 기체 던 안료와 공기간의 계면이 고체와 액체인 안료와 수지용

액간의 계면으로 변화하며,수지 용액은 안료가 응집된 사이사이의 공간

으로 침투한다.

2단계 :분리(Separation)-만들어진 안료 응집체를 기계 인 힘(충돌

과 단력)의하여 당한 크기로 분쇄하는 단계로 안료 응집체의 크기

가 작아진다.입자가 작아지면 안료 입자들의 체 표면 이 커지고 이

는 표면 자유 에 지를 증가시켜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이 때 일어나

는 안료의 재응집을 방지하기 해서는 안료의 표면에 지를 낮추어 시

스템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3단계 :분산 안정화(Stabilization)-이 단계는 분산된 입자의 재응집

과 침강을 방지하는 단계로서 하 된 입자간의 정 기 반발력과 입체

장애 등이 응집을 막는 힘이다.[11]

Fig.2.2Processofpigmentdispersion[12]

Fig.2.3Structureofanchorgroupofdisper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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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 분산제로서의 고분자는 분산제가 안료 표면에 흡착할 수 있게 해

주는 작용기인 anchorgroup과 매체와의 혼화성을 가지고 재응집을 막

는 stabilizinggroup을 포함하고 있다. 표 인 분산제의 anchorgroup

의 구조를 Fig.2.3에 나타내었다.anchorgroup을 매개로 분산제가 안료

표면에 붙으면 입체장애,정 기 반발력이 VanderWaals인력을 상

쇄시켜 안료 입자들이 분산된다.[13]안료분산액 안에서 안료 입자들의

분산이 잘 이 지지 않으면 컬러필터 제조 후 원치 않는 빛의 산란이 일

어나 명암비가 작아지고 액정 디스 이의 품질이 하된다.[14]

이 게 베이스를 제조한 뒤 막을 구성하는 성분인 바인더,개시제,

모노머,기타 첨가제 등을 넣으면 ColorPR(Photoresist)가 된다.Color

PR을 이용하여 실제 컬러필터 유닛을 제조하는 과정을 Fig.2.4에 나타냈

다.[1]

우선 BM 패턴은 이하의 포토리소그래피 기술 negativetype의

PR(Photoresist)을 이용하여 형성한다.세정된 유리기 에 BM 재료를

코 하고 Prebake를 진행한다.마스크를 워 UV에 노 하고 노 되지

않은 부분을 상한 뒤 Postbake하여 패턴을 형성한다.RGB패턴 형성

역시 이와 비슷하게 진행된다.RedcolorPR를 코 ,Prebake를 진행하

고 마스크를 워 노 하고 상한 뒤 Postbake과정을 거치면 Red

subpixel이 형성된다.Green,Blue도 이와 같은 순서로 subpixel이 형성

되며 3번을 마치면 RGB패턴이 형성된다.이후 Overcoat를 형성하고 투

명 극 재료인 ITO를 증착시키면 TFT 기 에 형성된 화소 극 ITO

사이에 인가된 신호 압에 의해 액정 셀의 동작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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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FabricationmethodofLCDcolorfilterunit[15]

2.2.시 지스트의 조건

안료분산법으로 컬러필터를 제조할 시 분산제가 안료에 흡착이 잘 안

되는 경우 입자의 응집이 많이 일어나며 분산된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

특히 Green컬러필터의 주색재인 PigmentGreen7의 모체인 탈로시

아닌의 경우 표면이 비극성이며 π-π 상호작용에 의해 입자끼리 응집되

는 경향이 크다.안료분산액의 분산 정도가 낮으면 안료 입자에 의한 빛

의 산란이 일어나 allblack상태에서도 빛이 나와 최소밝기가 높아지고

최 밝기/최소밝기로 표 되는 명암비(Contrastratio)가 낮아져 LCD의

성능을 낮추게 된다.[16]이 때 필요한 물질이 시 지스트인데,시 지스

트란 응집이 일어나는 안료 입자의 분산 정도를 높이기 해 안료,분산

제와 상호작용하여 안료가 분산제에 더 많이 결합하여 안료 입자가 안료

분산액에서 안정하도록 만드는 물질이다.

LCD 컬러필터를 한 시 지스트에 요구되어지는 조건은 다음 3가지

를 들 수 있다.

1.분 특성 2.상호작용 3.내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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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 특성의 경우 LED 원에서 요구되어지는 컬러필터의 색 혹

은 장이 있으므로 시 지스트가 이것을 해쳐서는 안 된다.소량이 들

어가기 때문에 안료의 분 특성에 비해 체 컬러필터에 미치는 향은

을 것으로 상되지만 실제로는 작은 차이에 의해서도 색 특성은 상당

히 변할 수 있다.따라서 색 특성을 안료와 유사하게 만들어 변화를 최

소화하여야 한다.두 번째로 시 지스트는 응집되기 쉬운 구조의 안료

표면에 분산제가 흡착하여 분산의 정도를 높이는 역할이므로 안료에 강

하게 흡착하면서 분산제 anchorgroup과의 상호작용이 크도록 안료의

표면을 개선(modification)해야 한다.마지막으로 LCD 공정이 고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ColorPR에 들어가는 시 지스트 역시 고온에서 안정

한 물질이어야 한다.[17]

2.3.시 지스트 염료의 설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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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스트 염료로 Fig.2.5와 같이 SW1∼SW5의 5종 염료를 합성하

다.시 지스트 염료의 모체는 탈로시아닌으로 결정하 는데, 탈로시

아닌은 내구성이 좋고 청색,녹색을 띠며 주색재로 쓰이는 Pigment

Green7와 π-π interaction등 상호작용이 우수할 것으로 상되었기 때

문이다.말단에 도입된 치환기는 염료의 분 특성을 조정하며 분산제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안료에 분산제가 많이 흡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분산제의 anchorgroup은 아민기,카복실기,인산기,암모늄기,카복실

이트,포스페이트 등 다양하다.따라서 시 지스트의 말단에 양이온성의

4차 아민(SW4)외에 아민기,카복실기 등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정 기

상호작용 등 분산제의 anchorgroup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하 다.

SW1의 경우 bulky한 치환기에 의한 입체장애 효과를 기 하 고,SW2

는 카복실기를 치환하여 아민기를 anchorgroup으로 가지는 분산제와의

상호작용 극 화를 도모하 다.SW3,SW4,SW5는 같은 아민기를 1차

아민,3차 아민,양이온의 4차 아민으로 다양화하여 partialcharge크기,

치환 여부에 따라 분산제와의 상호작용 컬러필터의 명암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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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방법

3.1.시약 장비

3.1.1.시약

합성을 한 모든 시약은 Sigma-Aldrich (DBU, ZnCl2,

3-aminophenol, 3-(dimethyl)aminophenol, Methyl iodide)와 TCI

(4,5-dichlorophthalonitrile,Ethylvanilate)에서 구입하 고,97% 이상의

순도로서 별도의 정제 없이 사용하 다. 반응 용매는 모두

Sigma-Aldrich에서 구입하 으며,Columnchromatography에 사용된 용

매는 삼 화학 제품을 사용하 다.

3.1.2.장비

합성한 염료의 구조를 확인하기 해 NMR,GC-MS,MALDI-TOF

MS를 사용하 다.1H NMR은 Bruker사의 Avance500(500MHz)를 사

용하 으며 용매로는 DMSO-d, 기 물질로는 TMS를 이용하 다.

MALDI-TOFMS는 Voyager-DESTRBiospectrometryWorkstation을

사용하 고 매트릭스 물질로는 CHCA(α-Cyano-4-hydroxycinnamic

acid)을 사용하 다.

염료의 특성을 평가하기 해서 UV-visiblespectroscopy,TGA를 이

용하 다.염료의 흡 스펙트럼은 Hewlett-Packard사의 8452A를 이용

하여 측정하 고 TGA는 TA instrument사의 Thermogravimetric

Analyzer2050을 이용하 다.

컬러필터 단 을 만들기 해 베이킹에 이용한 오 은 Jeiotech사의

OF-02GW, 스핀코 에 이용한 스핀코터는 MIDAS System의

SPIN-1200D이었다.Shaker는 SciLabDigitalOrbitalShakerSSO-2D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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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컬러필터 단 의 특성을 평가하기 해 명암비(Contrast

ratio),색좌표를 측정하 다.명암비는 TSUBOSAKA사의 CT-1BSLE,

색좌표는 Scinco의 ColorMateColor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측

정하 다.컬러필터의 표면은 ZEISS사의 MERLIN COMPACT를 이용

한 FE-SEM (FieldEmissionScanningElectronMicroscopy)이미지를

통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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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염료의 합성 구조분석

5종의 시 지스트 염료의 합성 scheme은 Fig.3.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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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Ethyl4-(2-chloro-4,5-dicyanophenoxy)-3-methox

y-benzoate(1)의 합성

질소 분 기 하에서 250ml둥근바닥 라스크에 4-nitrophthalonitrile

2.36g(12mmol),EthylVanilate1.96g(10mmol),K2CO36.91g(50mmol)

를 넣고 용매로 DMF(N,N-Dimethylformamide)50ml를 넣은 후 약 5

0℃까지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교반한다.이후 80℃까지 온도를 올려서

overnight으로 반응을 유지시킨다.반응 종료 후 혼합물은 교반하고 있

는 얼음물에 하깔때기(droppingfunnel)를 이용하여 천천히 떨어뜨린

다.혼합물을 다 떨어뜨린 후 석출된 물질과 증류수를 icebath에 넣고

약 1시간가량 교반한다.석출된 물질을 진공 필터로 걸러 내고 약 10분

간 증류수로 워싱한 뒤 오 에서 건조시킨다.eluent로 MC(Methylene

Chloride)를 이용하여 Column Chromatography로 정제한다.(Yield :

70%)

생성물의 NMRdata는 다음과 같다.

1HNMR(500MHz,d6-DMSO):δ =8.537(s,1H),7.702(d,J=2Hz,

2H),7.657(dd,J=8.25,2Hz,2H),7.575(s,1H),7.344(d,J=8Hz,

2H),4.358(q,J=7,7,7Hz,2H),3.829(s,3H),1.345(t,J=7,7Hz,

3H)

3.2.2.4-Chloro-5-(3-(dimethylamino)phenoxy)phthalonit

rile(2)의 합성

2의 합성은 3.2.1의 1의 합성과 동일하게 진행하 다.질소 분 기 하

에서 250ml 둥근바닥 라스크에 4,5-dichlorophthalonitrile 2.36g

(12mmol), 3-(dimethylamino)phenol 1.37g (10mmol), K2CO3 6.91g

(50mmol)를 넣고 용매로 DMF(N,N-Dimethylformamide)50ml를 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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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약 50℃까지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교반한다.이후 80℃까지 온도를

올려서 overnight으로 반응을 유지시킨다.반응 종료 후 혼합물은 교반

하고 있는 얼음물에 하깔때기(droppingfunnel)를 이용하여 천천히 떨

어뜨린다.혼합물을 다 떨어뜨린 후 석출된 물질과 증류수를 icebath에

넣고 약 1시간가량 교반한다.석출된 물질을 진공 필터로 걸러 내고 약

10분간 증류수로 워싱한 뒤 오 에서 건조시킨다.eluent로 ethylacetate

:n-hexane=1:4를 이용하여 ColumnChromatography로 정제한다.

(Yield:73%)

생성물의 NMRdata는 다음과 같다.

1HNMR(500MHz,d6-DMSO):δ =8.515(s,1H),7.488(s,1H),7.257

(t,J=8,8.5Hz,1H),6.643(dd,J=8.5,2.5Hz,1H),6.479(t,4J=2,

2.5Hz,1H),6.364(dd,J=8,2.5Hz,1H),2.911(s,6H)

3.2.3.4-(3-Aminophenoxy)-5-chlorophthalonitrile (3)의

합성

3의 합성은 3.2.1의 1의 합성과 동일하게 진행하 다.질소 분 기 하

에서 250ml 둥근바닥 라스크에 4,5-dichlorophthalonitrile 2.36g

(12mmol),3-aminophenol1.09g(10mmol),K2CO36.91g(50mmol)를 넣

고 용매로 DMF(N,N-Dimethylformamide)50ml를 넣은 후 약 50℃까지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교반한다.이후 80℃까지 온도를 올려서 overnight

으로 반응을 유지시킨다.반응 종료 후 혼합물은 교반하고 있는 얼음물

에 하깔때기(droppingfunnel)를 이용하여 천천히 떨어뜨린다.혼합물

을 다 떨어뜨린 후 석출된 물질과 증류수를 icebath에 넣고 약 1시간가

량 교반한다.석출된 물질을 진공 필터로 걸러 내고 약 10분간 증류수로

워싱한 뒤 오 에서 건조시킨다. eluent로 methylene chloride :

n-hexane= 10:1를 이용하여 Column Chromatography로 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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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80%)

생성물의 NMRdata는 다음과 같다.

1HNMR(500MHz,d6-DMSO):δ =8.513(s,1H),7.556(s,1H),7.093

(t,J=8,8Hz,1H),6.486(d,J=8,2.5Hz,1H),6.282(t,4J=2,2.5

Hz,1H),6.232(dd,J=8,2.5Hz,1H),5.410(s,2H)

3.2.4.SW1의 합성

250ml둥근바닥 라스크에 1 1.25g (3.5mmol)와 ZnCl2 0.136g

(1mmol)를 넣고,용매로 1-pentanol50ml를 넣고 약 80℃ 까지 온도를

상승 시키면서 교반한다. 구체가 녹는 것을 확인 한 후에

DBU(1,8-Diazabicycloundec-7-ene)0.746ml(0.76g,5mmol)를 넣어

다.10분 뒤 150℃ 까지 다시 온도를 올려서 질소 분 기 하에서

Overnight으로 Reflux하면서 반응을 유지시켜 다.용매와 DBU 등을

감압 하에 제거한 뒤 Methanol500ml에 넣어 reflux를 하고 methanol에

녹지 않는 물질을 감압 필터로 걸러낸다.건조된 물질은 eluent로

Methylene chloride : methanol = 10:1를 이용하여 Column

chromatography로 정제한다.(Yield:90%)

3.2.5.SW2의 합성

SW11.79g(1.2mmol)를 Tetrahydrofuran30ml에 녹인 후 LiOH·H2O

1.57g(36.6mmol)용액 100ml(Methanol+H2O,7:3(v/v))를 넣고 약 70℃

까지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교반한다.10분 뒤 overnight으로 reflux하며

반응을 유지시킨다.이후 감압 하에 용매 등을 제거하고 0.1M HCl

100ml를 넣어 후 1시간 동안 교반한다.석출된 침 물은 감압 필터를

이용하여 걸러내고 오 에 건조시킨다.(Yield: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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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SW3의 합성

SW3의 합성은 3.2.4.SW1의 합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 다.

250ml둥근바닥 라스크에 22.06g(6.9mmol)와 ZnCl20.27g(2mmol)

를 넣고,용매로 1-pentanol50ml를 넣고 약 80℃ 까지 온도를 상승 시

키면서 교반한다. 구체가 녹는 것을 확인 한 후에 DBU1.49ml(1.52g,

10mmol)를 넣어 다.10분 뒤 150℃ 까지 다시 온도를 올려서 질소

분 기 하에서 Overnight으로 Reflux하면서 반응을 유지시켜 다.용

매와 DBU 등을 감압 하에 제거한 뒤 건조된 물질은 eluent로

Chloroform :methanol=80:1를 이용하여 Columnchromatography로

정제한다.(Yield:71%)

3.2.7.SW4의 합성

250ml둥근바닥 라스크에 SW33.044g(2.42mmol),Methyliodide

15ml,chloroform 100ml를 넣고 빛이 들어가지 않게 한 뒤 40℃에서 3일

동안 reflux하면서 교반한다.감압 하에서 methyliodide,chloroform 등

을 제거하고 Acetone으로 감압 필터한 뒤 오 에 건조한다.(Yield:

75%)

3.2.8.SW5의 합성

250ml둥근바닥 라스크에 31.86g(6.9mmol)와 ZnCl20.27g(2mmol)

를 넣고,용매로 1-pentanol50ml를 넣고 약 80℃ 까지 온도를 상승 시

키면서 교반한다. 구체가 녹는 것을 확인 한 후에 DBU1.49ml(1.52g,

10mmol)를 넣어 다.10분 뒤 150℃ 까지 다시 온도를 올려서 질소

분 기 하에서 Overnight으로 Reflux하면서 반응을 유지시켜 다.용

매와 DBU등을 감압 하에 제거하고 DMF에 녹여 icebath에서 증류수

500ml에 한 방울씩 넣어 뒤 하룻밤 동안 냉장 보 한다.침 물은 감



- 15 -

압 필터하고 둥근바닥 라스크에 Methanol250ml과 함께 넣은 뒤 80℃

에서 3시간 동안 교반하며 reflux한다.이후 감압 필터하고 오 에 건조

한다.(Yield:46%)

3.3.컬러필터 베이스 제조

컬러필터 제조를 한 베이스에는 안료와 시 지스트를 포함하는 색

재,바인더,분산제,용매가 사용되었다.안료 시 지스트의 비율은

체의 13%이며 시 지스트는 그 2% 함량으로 첨가하 다.바인더는

P214,용매는 PGMEA (Propyleneglycolmethyletheracetate)를 사용

하 다.분산제는 각각 아민가,산가가 다른 Acrylate계열의 3종을 사용

하 으며 그 값은 Table3.1와 같다.

분산은 첫 번째 선분산 과정에서 Paint Shaker를 이용하여 안료

PigmentGreen 7과 염료 SW1,SW2,SW3,SW4,SW5를 투입하여

Pre-mixing한 후 Bead를 사용하여 Pre-milling을 60분 진행하 다.본분

산은 Bead로 Mainmilling을 120분 동안 진행한 뒤 여과하 다.

Table3.1.Acidvalue,aminevalueofthedispersant

Acidvalue Aminevalue

1 - 40
2 20 30

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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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컬러필터 제조

체 혼합물 용매인 PGMEA(Propylene glycolmethylether

acetate)의 비율을 80%를 하고 20%는 Acrylic바인더,3.3에서 제조한

베이스로 구성하 다.이 베이스의 Solidcontent를 15%,바인더의

Solidcontent를 85%로 한다.혼합물은 Shaker에 200rpm으로 2시간 동

안 shaking 해 뒤 300rpm으로 스핀코 한 뒤 prebake는 100℃에서

100 ,postbake는 230℃에서 30분,이후 2시간을 더 수행하 다.

3.5. 학 특성 색특성 측정

염료의 흡수 스펙트럼은 UV-visspectrophotometer에 의해 측정되었

다.용매로 DMF(N,N-Dimethylformamide)를 이용하고 1×10-6M 용액을

만들어 측정하 다.시 지스트 염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컬러필터의 색

좌표는 colorspectrophotometer에 의해 기록되었다.

3.6.내열성 측정

염료 자체의 내열성은 TGA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염료는 250℃까

지 10℃/min의 속도로 승온되었으며 250℃에 도달하여 온도가 30분간

유지되었다.이후 다시 10℃/min의 속도로 승온하여 400℃에 도달하면

기록을 지하 다.250℃에서 30분간 온도를 유지한 것은 컬러필터 공

정시의 온도 조건과 동일하게 구 하 을 때 어떤 거동을 보이는지 알기

함이었다.

컬러필터 단 의 내열성을 알아보기 해 스핀코 한 유리 을 230℃

오 에 넣고 베이킹하기 후의 색좌표를 colorspectrophotometer의

CIEL*a*b*모드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측정된 Lab값을 이용하여 Δ

Eab값을 구하고 내열성 분석에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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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베이스의 분산도 측정

제조된 베이스에 존재하는 안료 입자들의 크기 크기 분포 등을

측정하기 하여 DynamicLightScattering(DLS)을 이용하 다. 베이

스를 PGMEA 용제로 100배 이상 희석하여 2번 반복 측정하 으며 기기

는 OtsukaElectronicsCorp.의 DLS-7000을 이용하 다.

3.8.컬러필터 표면 찰

시 지스트 염료를 첨가한 컬러필터의 응집 등 표면 찰은 FE-SEM

(FieldEmissionScanningElectronMicroscopy)을 이용하 다.작동 거

리 (Workingdistance)는 2.7~4.3mm,가속 압은 1kV로 설정하 으며

배율은 50,000배로 하여 찰하 다.측정된 FE-SEM image는 미국

NIH의 ImageJ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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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험 결과 논의

4.1.염료의 학 특성 내열성 분석

4.1.1.염료의 학 특성 분석

Fig.4.1Absorptionspectraofsynthesizeddyes(1×10-6M inDMF)

SW1~SW5시 지스트 염료의 UV-Vis흡수 스펙트럼은 Fig.4.1에,흡

수 장과 몰흡 계수는 Table4.1에 나타내었다.흡수 스펙트럼을 보

면 2개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자외선 역의 끝부분에

서 작은 세기로 나타나는 것이 B-band,가시 선 역의 장 장 부분에

서 큰 세기로 나타나는 것이 Q-band이다.Q-band는 탈로시아닌 링의

HOMO,LUMO 사이에서 일어나는 π→π* 자 이에서 기인하여 에

지 의 차이가 작고 곧 더 높은 장 에서 찰된다.B-band의 경

우 에 지 가 더 낮은 π 오비탈과 LUMO사이의 자 이에 의해

나타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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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1Photophysicalpropertiesofsynthesizeddyes

λmax/nm ε/M-1cm-1

SW1 678 246612
SW2 689 204551

SW3 684 277992
SW4 678 108365

SW5 681 119368

5종 염료의 Q-band의 최 흡수 장은 약 680nm로 심 속인 Zn,치

환된 phenoxygroup 염소 원자에 의해 여타 탈로시아닌 유도체에

비해 장 장화하 다.최 흡수 장의 장 장화는 기음성도가 비교

낮은 심 속 Zn과 자 공여 효과(electrondonatingeffect)가 있는 치

환기에 의해 Pc2- ring의 자 도가 높아졌고 HOMO의 에 지

역시 높아져(destabilizationofHOMO)HOMO-LUMO 간 에 지 차이

가 작아진 것에서 기인하 다.[19] 5종의 염료는 500~550nm 사이에서

흡수가 없으므로 Green컬러필터에 합한 분 특성을 가지고 있다.가

장 몰흡 계수가 높은 염료는 질소에 메틸기가 치환된 SW3이었으며,

SW4,SW5가 상 으로 낮은 몰흡 계수를 보 다.Q-band의 흡 도

뿐만 아니라 B-band의 흡 도 역시 낮은 것으로 보아,두 물질의 회합

수(aggregationnumber)가 커 같은 농도로 녹여도 실제로는 더 은 수

가 존재하여 몰흡 계수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SW2의 경우

피크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데,이것은 탈로시아닌의 구조

이성질체 D2hsymmetry에 의해 에 지 가 split되었으며 이로 인

한 2가지의 Q-band,Qx,Qy가 첩되며 나타난 모양으로 보인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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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염료의 내열성 분석

Fig.4.2TGA(Thermogravimetricanalysis)curveofsynthesizeddyes

시 지스트 염료 자체의 내열성을 분석하기 해 TGA를 수행하 으

며 그 결과는 Fig.4.2에 나타내었다.400℃ 까지 온도를 올리되 고온의

LCD 공정에서의 내구성을 단하기 하여 250℃에서 30분 동안 온도

를 유지하 다.그 결과 등온구간에서의 질량 퍼센트 감소가 SW1,

SW2,SW3,SW4,SW5순으로 3.0,1.2,3.9,18.6,1.2% 다.그 결과

SW4를 제외한 염료들은 250℃의 등온구간에서 4% 이내의 질량 퍼센트

감소로 매우 수한 내열성을 보 다.

SW4의 경우 100℃에서 180℃ 사이에 20%의 1차 질량 감소,이후 등

온구간을 포함하여 26.9%의 2차 질량 감소가 발견되는데,우선 1차 질량

감소의 경우 염(salt)에 갇 있던 물이나 기타 극성 용매들이 끓는 이

상으로 가열되자 기화된 양상이다.5종 유일한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

문에 극성 용매들과의 결합이 다른 물질보다 컸고,이것이 1차 질량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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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원인이 되었다.[21]2차 질량 감소의 경우 SW4의 4차 아민이 고온

에서 반응을 일으켜 분자량이 다른 물질로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가

장 가능성이 높은 반응은 Fig.4.3의 Hofmann-MartiusRearrangement이

다.[22]이 반응은 벤젠에 치환된 4차 아민의 알킬기가 벤젠의 다른 탄소

와 결합함으로써 재배열되는 반응이다.250~300℃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므로 고온에서 등온구간에서의 큰 질량 감소에 향을 것으로 단된

다.요오드 음이온이 수소와 함께 떨어져나가며 메틸기가 자리를 옮긴

물질의 분자량이 1312.46으로 SW4의 분자량보다 28% 작으므로 26.9%

의 질량 감소를 뒷받침해 다.이 게 TGA로 염료 자체의 내열성을 분

석한 결과 SW4의 경우에는 고온의 LCD공정에서 시 지스트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나머지 4종의 염료는 내열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상된다.

Fig.4.3Hofmann-MartiusRe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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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베이스 컬러필터의 특성 분석

4.2.1. 베이스의 안료입자 크기 분포

안료분산액인 베이스에 존재하는 안료 입자 크기 크기 분포 등을

인(DynamicLightScattering)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측정은 베이스

제조 후 3주 지난 뒤 이 졌으며 각 베이스의 측정된 평균 직경

P.I.(PolydispersityIndex)는 아래 Table4.2와 같다.

Table4.2.AveragediameterandP.I.ofpigmentdispersion

평균 직경 (nm) P.I.(PolydispersityIndex)

　 1 2 3 1 2 3

Ref 118.1 118.9 107.7 0.170 0.125 0.122

SW1 128.2 192.1 178.8 0.180 0.226 0.241

SW2 101.2 112.5 102.7 0.116 0.118 0.121

SW3 125.5 143.0 170.1 0.176 0.185 0.245

SW4 105.5 132.6 145.4 0.091 0.034 0.023

SW5 107.3 118.1 121.8 0.112 0.114 0.151

DLS에 의해 측정된 입자의 직경은 평균 으로 100nm 이상으로 4.2.4

FE-SEM 이미지에서 찰되는 것보다 수십nm 이상 크게 측정되었다.

이것은 DLS에서는 용액에서의 diffusioncoefficient를 이용하여 입자 크

기를 계산하므로 실제 안료 입자크기가 아닌 Hydrodynamicdiameter가

측정되기 때문이다.[23]입자 크기의 분포의 정도를 보여주는 P.I.는 분포

의 표 편차를 평균값으로 나 것을 제곱하여 계산하며 크기에 따라 단

분산계(monodisperse)와 다분산계(polydisperse)로 나 어지는데 측정된

베이스들의 경우 P.I.값이 부분 0.1에서 0.3사이로 분포가 broad하

지 않은 다분산계 상태 다.이를 토 로 수 분포 곡선(Number

distributioncurve)과 부피 분포 곡선(Volumedistributioncurve)을 봤을



- 23 -

때 정규분포와 달리 오른쪽 끝에 tail을 가지고 있었다.이는 샘 에 평

균 입자 크기보다 큰 응집체(aggregate)가 존재함을 의미하며,이것은

베이스 제조 후 3주 뒤 DLS가 시행되어 입자 크기 분포가 분산액의 안

정성에 향을 받은 것에 기인하 다.[24]평균 입자 크기 역시 분산 안

정성의 향을 받아 링 기와 다른 경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나,평

균 으로 SW2와 SW5를 시 지스트로 이용하 을 때 분산제의 종류와

상 없이 입자 크기가 작았다.SW2,SW5 두 물질은 공통 으로

Acrylate분산제의 anchorgroup과 수소결합할 수 있는 치환기를 가지고

있어 분산제와의 상호작용이 컸다.결과 으로 시 지스트를 매개로 안

료 입자에 흡착된 분산제의 입체장애 효과가 입자간 VanderWaals인

력을 상쇄시켜 분산이 안정화되었다.SW1,SW3의 경우 시 지스트가

분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산 정도가 낮았다.

SW4는 암모늄 작용기에서 ionexchange가 일어나 요오드 음이온 신

분산제의 anchorgroup과 이온결합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이온결합은

일반 분자간 결합에 비해 매우 세고 물리 으로도 시 지스트 주 를 차

단하므로 시 지스트-안료와의 상호작용을 방해한다.따라서 안료에 흡

착되는 분산제의 양도 작아지고 시 지스트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 비

해 분산성도 낮아졌다.다만 SW4의 경우 P.I.는 상 으로 작았는데,

비록 SW2,SW5에 비해 분산된 정도는 작았으나 그 계는 안정하여

장 안정성이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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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컬러필터의 색특성 명암비 분석

체 Solidcontent 안료를 13%,그 시 지스트를 2% 첨가한 컬

러 지스트를 이용하여 색좌표(CIEYxy) 명암비(ContrastRatio)를

측정하 다.시 지스트로 SW1,SW3와 SW2,SW4,SW5를 이용한 컬

러필터의 성능을 평가하 다.그 결과는 아래의 Table4.3,Table4.4에

나타내었으며,Reference에 한 휘도와 명암비의 변화값은 따로 Table

4.5에 나타내었다.

Table4.3Chromaticpropertiesofgreencolorfilterusingsynthesized

phthalocyaninedyes(SW1,SW3)

Sample x y Y Y(Sim.)a) ΔY CR %
Ref 0.1562

0.4160

35.14 23.69 Ref 4804 Ref
1-SW1 0.1556 34.79 23.46 -0.22 4972 103.5%
2-SW1 0.1547 34.35 23.46 -0.22 5310 110.5%
3-SW1 0.1540 33.99 23.39 -0.30 5596 116.5%
1-SW3 0.1567 34.75 23.43 -0.26 4895 101.9%
2-SW3 0.1550 34.37 23.44 -0.25 5275 109.8%
3-SW3 0.1536 33.89 23.42 -0.27 5643 117.5%

Table4.4Chromaticpropertiesofgreencolorfilterusingsynthesized

phthalocyaninedyes(SW2,SW4,SW5)

Sample x y Y Y(Sim.)a) ΔY CR %
Ref 0.1597

0.4160

36.17 23.4 ref 4886 Ref
1-SW4 0.1589 35.83 23.3 -0.10 4933 101.0%
2-SW4 0.1580 35.52 23.3 -0.11 5391 110.3%
3-SW4 0.1571 35.28 23.3 -0.09 5459 111.7%
1-SW5 0.1592 35.33 22.8 -0.61 5525 113.1%
2-SW5 0.1585 35.17 22.9 -0.55 5776 118.2%
3-SW5 0.1583 35.10 22.9 -0.56 5714 117.0%
1-SW2 0.1581 35.73 23.5 0.07 5332 109.1%
2-SW2 0.1571 35.34 23.5 0.05 5565 113.9%
3-SW2 0.1565 35.15 23.5 0.09 5621 115.0%

a)Sample별로 각기 다른 색좌표를 시뮬 이션으로 보정하 을 때의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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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5Differenceinbrightness,contrastratiocomparedto

reference

ΔY Ref 비 CR%

1 2 3 1 2 3

SW1 -0.23 -0.23 -0.30 103.5% 110.5% 116.5%

SW2 0.07 0.05 0.09 109.1% 113.9% 115.0%

SW3 -0.26 -0.25 -0.27 101.9% 109.8% 117.5%

SW4 -0.10 -0.11 -0.09 101.0% 110.3% 111.7%

SW5 -0.61 -0.55 -0.56 113.1% 118.2% 117.0%

(측정재 율 :5%)

우선 휘도 측면에서 SW2를 제외하고 4종은 시 지스트를 이용하지

않은 reference에 비해 휘도가 모두 감소하 다.시 지스트의 분 특성

이 안료인 PigmentGreen7과 100%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휘도가 감

소한 것으로 보인다.SW2의 경우는 시 지스트를 넣지 않은 경우보다

소폭 상승하 는데,분 특성의 유사함과 함께 시 지스트를 첨가함으로

써 입자가 작고 균일해져 투과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명암비 측면에서는 시 지스트 5종 SW4의 경우 명암비가 가장 낮

았으며 가장 분산이 잘 되는 경향을 보 던 3번 분산제에서도 명암비의

향상 폭이 거의 없었다.SW4는 TGA 분석에서 염료 자체의 내열성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컬러필터 제작시 230℃에서 30분이라는

고온의 공정 이후 본래의 구조에서 상되는 거동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

에 베이스 상태에서 상되는 결과와 달리 명암비가 낮았다.

카복실기가 치환된 SW2의 경우 모든 분산제에서 Reference 비

10% 이상의 명암비 향상을 보 으며 SW5역시 모든 분산제에서 가장

높은 수 의 명암비가 측정되었다.SW2은 말단의 카복실기와 분산제의

anchorgroup과의 수소결합과 함께 분산제의 아민기와의 기 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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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분산성이 향상되었고,이것이 명암비 향상으로 이어졌다.[24]

SW5가 같은 아민기가 치환되어있는 SW3,SW4보다 높은 명암비를 보

인 것도 3차,4차 아민과 달리 수소결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다만

SW5의 경우 휘도 측면에서는 다른 시 지스트 염료와 비교하 을 때

큰 감소폭을 보 는데,이는 아민기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의 경우 온도

를 증가시켰을 때 황변(yellowing) 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황변 상

은 고온에서 아민의 질소가 공기 의 산소에 의해 산화되는 과정이

진되어 일어난다.[25]

3가지 다른 분산제에 따른 컬러필터의 성능을 악하기 어려운 것은

아민가,산가 외에도 다른 분산제의 특성이 분산성에 향을 미쳤기 때

문이다.분산에 향을 미치는 분산제의 기타 특성으로는 compatibility,

chain length, 치환기의 구조, 분자량의 분포, 고분자 분산제의

architecture,composition등이 있다.이는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없는 상

용 분산제를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한계 이다.따라서 같은 분산제를

이용하 을 때는 이로 인한 향이 으나 종류가 다른 분산제 간에는

와 같은 이유로 직 인 비교가 어려웠다.

결과 으로는 SW2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시 지스트 말단의 산성 치

환기가 아민기와 같은 분산제의 anchorgroup과 효율 으로 상호작용하

고 이를 통해 명암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휘도 역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한 SW5처럼 수소결합할 수 있는 1차

아민기를 가졌을 때 그 지 않은 SW3,SW4에 비해 분산제의 anchor

group과 기 인 상호작용에 용이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휘도에서 큰

감소가 있어 향후 시 지스트를 디자인할 때 고려할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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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컬러필터의 내열성 분석

내열성을 확인하기 해 시 지스트를 도입하지 않은 reference와 각

기 다른 시 지스트를 용한 컬러필터 단 의 색좌표를 색차계를 이용

하여 측정하고,ΔEab 값을 비교하 다.100℃에서 100 동안 prebake,

230℃에서 30분 동안 postbake,230℃에서 2시간 동안 추가로 postbake

했을 때의 색좌표를 측정하여 ΔEab값을 얻었고 이를 Table4.6에 나타

내었다.

Table4.6ΔEabvalueofcolorfilter

ΔEab
a) ΔEab

b)

1 2 3 1 2 3
Ref. 4.06 2.31

SW1 4.17 3.74 3.42 2.88 2.62 1.84
SW2 3.81 3.66 3.65 4.82 5.15 5.75

SW3 3.10 3.20 3.12 2.75 2.99 2.54
SW4 4.62 4.62 4.08 5.88 6.26 6.01

SW5 4.03 4.08 3.71 5.76 5.64 5.91
a)prebake,postbake(30분)사이의 ΔEab

b)postbake(30분),postbake(2시간)사이의 ΔEab

염료 자체의 내열성이 다른 시 지스트 염료에 비해 월등히 좋지 않았

던 SW4의 경우 다른 첨가물과 함께 컬러필터로 제작한 이후에도 내열

성이 가장 좋지 않았다.Prebake와 Postbake30분 후 사이의 ΔEab값은

Reference와 비슷하거나 더 작은 값을 나타냈으나,Postbake30분 후와

추가 2시간 후를 비교하 을 때는 SW1,SW3은 3이하의 값을 보여주

었으며 SW2,SW4,SW5의 경우 5내외의 ΔEab값을 보 다.SW4는 앞

서 언 했듯이 염료 자체의 내열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시 지스트가

분해되면서 베이킹 후 안료끼리 응집하는 정도가 컸다.SW2,SW5의 경

우 염료 자체의 내열성이 좋으며 Postbake30분 후의 ΔEab 값이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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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명암비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 으나 230℃의 고온에서 2시간

을 더 베이킹을 하 을 때 분산제 등 첨가제들과의 상호작용이 끊어져,

시 지스트에 의해 작고 균일한 입자로 분산되어 있던 안료가 분산의 안

정성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반 로 고온에도 ΔEab값에 비교 변화가

었던 SW1,SW3의 경우 분산제의 anchorgroup과의 상호작용에 참여

하지 않는 알킬기들이 응집을 억제하여 열에 의한 색상의 변화가 작았

다.

4.2.4.컬러필터의 표면 분석

제작된 컬러필터 단 의 표면을 FE-SEM으로 촬 한 이미지를

Prebake,Postbake30분,Postbake추가 2시간 순으로 Fig.4.4~4.10에

나타내었다.샘 의 특성상 도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는

아니었으나 입자의 크기,모양,균일한 정도 등을 악할 수 있었다.분

석은 미국 NIH의 ImageJ 로그램을 통하여 수행하 고,평균 면 을

구하여 입자를 원이라고 가정하 을 때의 계산된 직경을 Table4.7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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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bake)-1-Ref. (Prebake)-1-SW1

(Prebake)-1-SW2 (Prebake)-1-SW3

(Prebake)-1-SW4 (Prebake)-1-SW5

Fig.4.4FE-SEM imageofthesurfaceofcolorfilter(Prebake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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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ef. 1-SW1

1-SW2 1-SW3

1-SW4 1-SW5

Fig.4.5FE-SEM imageofthesurfaceofcolorfilter(Postbake30분

후,1번 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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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W1

2-SW2 2-SW3

2-SW4 2-SW5

Fig.4.6FE-SEM imageofthesurfaceofcolorfilter(Postbake30분

후,2번 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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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W1

3-SW2 3-SW3

3-SW4 3-SW5

Fig.4.7FE-SEM imageofthesurfaceofcolorfilter(Postbake30분

후,3번 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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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ef. 1-SW1

1-SW2 1-SW3

1-SW4 1-SW5

Fig.4.8FE-SEM imageofthesurfaceofcolorfilter(Postbake추가

2시간 후,1번 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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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W1

2-SW2 2-SW3

2-SW4 2-SW5

Fig.4.9FE-SEM imageofthesurfaceofcolorfilter(Postbake2시간

후,2번 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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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W1

3-SW2 3-SW3

3-SW4 3-SW5

Fig.4.10FE-SEM imageofthesurfaceofcolorfilter(Postbake2시간

후,3번 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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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7Averagediameterofparticlesonthesurfaceofcolorfilter

분산

제
1 2 3

Prebake Post-1 Post-2 Post-1 Post-2 Post-1 Post-2

Ref. 60.3 59.1 60.2 - - - -

SW1 58.7 60.1 61.9 53.9 58.1 55.4 56.0
SW2 53.7 57.2 61.7 56.0 59.8 55.4 60.7

SW3 58.5 57.1 60.8 57.9 58.1 51.7 56.1
SW4 60.6 58.8 62.1 56.8 59.6 59.8 61.7

SW5 59.7 59.3 67.7 59.5 57.8 55.0 59.0

*Post-1:Postbake30분,Post-2:Postbake추가 2시간 (단 :nm)

Prebake한 후와 30분,그리고 추가로 2시간 Postbake한 후를 비교하

을 때는 평균 입자 크기가 비슷하거나 더 커졌다.이는 230℃ 고온에서

긴 시간 동안 베이킹을 했을 때 첨가제 간의 상호작용 등이 끊어져 안료

의 재응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26]안료 단독인 Reference의 경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이미 시 지스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분산된 상태

기 때문에 시 지스트가 역할을 못하면서 응집이 일어나는 기타 샘

과 달리 재응집이 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Postbake2시간 후 컬러필터의 표면을 살펴보면,SW1,SW3을 이용한

경우가 같은 분산제를 썼을 때 다른 시 지스트보다 입자크기가 더 작았

다.이는 30분의 Postbake후 측정된 명암비와 다른 경향이었는데,원인

으로는 230℃ 고온에서 추가로 2시간 동안 베이킹하며 안료 입자들의 거

동이 달라진 것을 들 수 있다.4.2.3에서 측정된 컬러필터의 ΔEab값에서

도 Prebake와 Postbake30분 사이의 ΔEab값은 작으나 Postbake30분과

Postbake 2시간 사이의 ΔEab 값은 컸다.이와 마찬가지로 2시간

Postbake후 SW1,SW3은 말단의 알킬기가 시 지스트끼리의 응집을

막는 역할을 하 고,SW2,SW5는 기존의 시 지스트와 분산제 등 첨가

제와의 상호작용이 뛰어났으나,혹독한 조건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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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표면의 변화가 크게 찰되었다.

체 으로 FE-SEM 이미지로부터 계산된 입자 크기가 분산제,시

지스트별로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명암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로 크게 2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첫 번째 이유는 입자 크기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FE-SEM 이미지의 특성 때문이다.우선 필름의 도도가 낮아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고,FE-SEM의 특성상 돌출되어있는 큰 입자가 더

명확히 보여 흐리게 보이는 작은 입자보다 큰 입자 주로 입자의 크기

가 계산되었다.오히려 입자들끼리 겹쳐있기도 하므로 실제로는 다른

입자 에 가려져 있어 일부분만 보임에도 온 한 입자로 계산되기도 하

다.두 번째 이유는 입자크기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명암비를 결정하

는 데에 여하기 때문이다.명암비는 빛이 컬러필터를 지날 때 편 이

해소되는 상인 depolarization이 클수록 작아지며 빛이 depolarization되

는 정도는 필름의 균일성(uniformity)이 높을수록 작다.이 때 균일성은

입자 크기뿐만 아니라 입자 크기의 분포,입자와 매체(media)의 굴 률

의 차이,필름 두께,색재의 농도 등에 향을 받는다.입자의 균일성에

의한 향을 악하기 해서는 FE-SEM 외에 입자 표면의 거칠기를

확인할 수 있는 AFM(AtomicForceMicroscopy)등을 통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같은 맥락으로 입자의 기하학 형태(geometry)역시

명암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하나이다.Rayleighscattering에

따르면 산란 의 세기는 반지름의 6승에 비례하고 입사 장의 4승에

반비례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산란 의 세기는 입자의 크기가 클

수록 크다.그러나 이 식은 입자의 모양이 구형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며 그 지 않을 때는 빛이 산란되는 양상 depolarization되는 정도

가 달라진다.그러므로 이번 FE-SEM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필

름에 구형,막 (rod)형 등이 혼재해있을 경우 geometry에 의한 향이

고려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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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컬러필터의 투과도 분석

1번 분산제를 이용하여 제작된 컬러필터의 투과 스펙트럼을 Color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측정된 투과 스펙트럼은 각각

prebake,postbake30분 (post-1),postbake추가 2시간 (post-2)수행하

을 때로 나 어 Fig.4.11에 나타내었다.

Fig.4.11Transmittancespectraofcolor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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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인 스펙트럼은 prebake,postbake한 후 모두 비슷한 형태를 보

다.그러나 시 지스트를 첨가하지 않은 샘 포함,6종이 모두 베이킹

을 거듭할수록 500nm 부근의 최 투과 장에서의 투과도가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이는 고온에서 용제가 기화하며 입자가 응집하 기 때문이다.

다만 시 지스트를 첨가하지 않은 reference에서는 베이킹에 의한 투과

도 감소가 6%이었는데,시 지스트를 첨가하 을 때 감소 정도가 그에

비해 작은 것에서 시 지스트가 응집에 의한 투과도 하를 방지하는 역

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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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명암비 컬러필터를 한 5종의 Phthalocyanine염료

를 합성하여 시 지스트로 도입하여 안료분산액의 분산성 향상을 도모하

다.시 지스트는 분산제,안료와 동시에 상호작용하여 분산제가 안료

에 더 많이 흡착하여 안료 입자가 분산된 상태에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첨가제이다.우선 시 지스트 염료의 특성을 평가한 결과,

5종 모두 Green컬러필터에 합한 분 특성을 보 다.내열성 측면에서

는 4차 아민기가 치환된 SW4가 이온결합에 의해 주변 공유결합이 고온

에서 분해되며 좋지 않은 내열성을 보 으나 나머지 4종은 탈로시아닌

모체로부터 기 되는 좋은 내열성을 보 다.시 지스트 염료를 도입하

여 안료를 분산시킨 베이스의 경우 분산제와 수소결합이 가능한 치환

기를 가진 SW2,SW5를 이용하 을 때 분산 안정화에 의해 입자 크기

가 작았고 SW1,SW3은 다소 컸다.

이후 컬러필터를 제작하여 성능을 평가한 결과,시 지스트를 첨가한

경우 시 지스트나 분산제 종류와 상 없이 모두 Reference에 비해 명암

비가 상승하 다. 한 SW2를 제외한 나머지 컬러 필터의 휘도는 안료

와의 분 특성 차이에 의해 감소하 다.1차 아민기가 치환된 SW5는 1

차 아민기가 수소결합 등으로 분산제의 anchorgroup과 상호작용하여

분산제의 산가,아민가와 큰 상 없이 명암비가 상승하 다.SW4는 염

료 자체의 내열성이 좋지 않아 베이킹 후 측정하는 명암비 역시 낮았고,

컬러필터의 ΔEab값도 컸다.명암비와 달리 SW2,SW5의 Postbake30분

과 2시간 사이의 ΔEab값은 다소 큰 것을 찰할 수 있었다.이것은 2시

간의 추가 베이킹 동안 분산제와 시 지스트간 상호작용이 고온에 의해

끊어져 분산되어있던 안료 입자들이 다른 시 지스트에 비해 큰 폭으로

응집하 기 때문이다.스핀코 하여 제작한 컬러필터 표면의 FE-SEM

이미지의 경우 Prebake후와 비교했을 때 Postbake후의 입자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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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 용제가 기화하며 응집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Postbake추가 2시

간 후의 표면에서 찰되는 입자의 크기는 ΔEab값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SW2,SW4,SW5가 SW1,SW3에 비해 다소 컸다.

결과 으로 분산제의 anchorgroup과 상호작용이 용이한 Partial

charge를 가지는 치환기 수소결합이 가능한 치환기를 가진 시 지스

트 염료를 도입하여 시 지스트-분산제간 상호작용을 높이고 컬러필터

의 명암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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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nthesisofPhthalocyanine

DerivativesasSynergistsfor

ImprovingContrastRatioof

LiquidCrystalDisplays

Sei-wonChung

DepartmentofMaterialsScienceand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Contrastratioisoneofthemostimportantpropertiesofliquidcrystal

displaysandcanbeimprovedbyminimizingthelightscatteringof

the pigment particles. Synergists interact both pigments and

dispersantssoastoinhibitaggregationamongthepigmentparticles

andimprovedispersionofpigments.Therefore,synergistsareapplied

toincreasethecontrastratioofliquidcrystaldisplays.Here,fivenew

phthalocyaninedyes(SW1,SW2,SW3,SW4,SW5)asgreencolor

synergistsweresynthesized forimproving contrastratio ofliquid

crystaldisplays.Synergiststhathavedifferentfunctionalgroupat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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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show variouspropertiesandperformance.Moreover,by using

threetypesofdispersantwhichhavedifferentamineandacidvalue,

how synergists interact with dispersant effectively can be

investigated.Spectralproperties and thermalstability ofthe dyes

were investigated by UV-Vis absorption spectroscopy and

thermogravimetricanalysis(TGA).Averagesizeandsizedistribution

ofthemillbasewasmeasuredby dynamiclightscattering (DLS).

Chromatic properties,thermalstability and contrastratio ofcolor

filtersusingthedyesassynergistswerealsoinvestigated.Particle

sizedistributionandshapeofpigmentparticlesofcolorfilterswere

observedbyfieldemissionscanningelectronmicroscopy(FE-SEM).

Asaresult,SW5whichhasprimaryaminegroupattheendshowed

highcontrastratioinalldispersantsbecauseofhydrogenbonding

withtheanchorgroupofdispersants.Contrastratioofcolorfilter

using SW4 as synergistwas relatively low due to low thermal

stability.Consequently,thecontrastratioincreasedbyaddingthese

synergistsandthisstudyprovedthatthephthalocyaninederivatives

withproperfunctionalgroupattheendcaneffectivelyimprovethe

performanceofliquidcrystaldisplaypanels.

keywords : Liquid crystal display, color filter, synergist,

contrastratio,phthalocyanine

StudentNumber:2014-2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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