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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d the optimized conditions of the 

uniaxial and biaxial compensation films to 

suppress the light leakage to improve viewing 

angle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conventional 

OCB mode, the maximum transmittance is increased 

about 30% and the minimum transmittance is 

slightly decreased. From here results, we can 

about OCB mode with wide viewing angle and high 

contrast ratio.

I. 서론 

OCB 모드는 광학적 위상차에 대해 자기 보상을 할 수 

있는 cell 구조로 넓은 시야각을 가질 수 있으며, 보

상필름을 사용하여 보다 넓은 광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CB 모드의 시야특성 최적화를 

위해 액정이 최대 투과율을 가지도록 액정의 정상굴절

률과 이상굴절률, 그리고 두께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OCB 모드의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계산된 

액정분자 배열분포를 이용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 요

구되는 보상필름의 설계원리를 구체화하고 필름의 주

굴절율과 두께 등을 최적화해서 설계된 보상필름을 

OCB 모드에 적용하여, 계조특성 및 시야각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축성 필름을 사용한 OCB 모드의 시야각 

보상법은 A, C plate와 discotic 필름의 조합으로 구

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A plate와 discotic LC 필름

을 사용하였다[1~3].

II. 관련 연구

2.1 OCB cell의 광학적 특성

  OCB 모드에 있어서 광학보상은 시야각을 넓히고 디

스플레이의 표시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OCB 모드는 Fig.1과 같이 서로 수직으로 놓

인 편광판 사이에 bend 셀과 보상 필름을 삽입한 구조

를 취하고 있다. OCB cell 은 액정 배열 분포에 따라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액정은 

vertically aligned 되어 있는 중앙 영역과 tilt 

angle을 가지고 기울어져 있는 표면 영역이 존재한다.

 이 두 영역은 수직입사광과 경사입사광, 각각의 경우

에 대해 다른 특성을 보인다.[4] 

수직입사광의 경우 액정분자가 수직 배열되어있는 중

앙영역에서는 빛의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경사각

을 가지는 표면영역에서 굴절률 이방성으로 인한 위상

차가 발생하여 누설광이 생긴다. 경사입사광의 경우 

경사각을 가지는 영역에서 좌우의 대칭 시야각에서 위

상차의 자체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중앙영역에서는 

위상차로 인한 누설광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OCB 모드는 normally white에서 구동이 되므로 

먼저 전압 미인가 상태에서 최대 투과율을 나타내도록 

액정의 이상굴절률 및 정상굴절률 그리고 두께를 최적

화 해 주어야 한다. 

2.2 Uniaxial + Discotic film

 본 연구에서는 두 영역을 각각 보상함으로써 OCB 모

드에 있어서 광시야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수직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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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누설광이 발생하는 표면영역 보상을 위해 

 Fig.1 OCB cell의 구조

black-level을 맞추기 위한 uniaxial 보상 필름과, 경

사 입사 시 위상차를 발생시키는 중앙영역을 보상하기 

위하여 discotic 보상필름을 사용하였다. 이때 

doscotic 보상필름의 단축 방향을 수직입사광에 대하

여 굴절률 이방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패널에 수직한 

방향으로 설정하여 uniaxial 보상 필름이 수직입사의 

누설광을 제거하는 효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서 수직 방향의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최적화된 OCB cell에 특정전압이 인가되어 있고 수직

입사광이 들어오는 경우, 수직입사시의 누설광을 차폐

하는 단축성 필름의 정상 및 이상굴절률 그리고 두께

를 결정하였다. uniaxial 보상 필름이 적용된 상태에

서 전체의 시야각을 살펴보고 수직 및 수평방향의 시

야각에서 누설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야각에 대하

여 discotic 필름을 이용하여 누설광을 차폐하였다. 

2.3 Biaxial film

   기존 연구에서 ECB(Electrically Controllable 

Birefregence)의 한 종류인 OCB cell의 보상필름 설계

는 액정의 복굴절에 의한 위상지연값을 광학적으로 보

상하는 방식이었다[5]. 그러나 OCB cell과 이축성 필

름과의 시야각 의존성차로 인하여 좋은 시야특성을 보

이지 못 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2.1에 분석된 OCB cell의 특성

을 이용하였다. 먼저 최적화된 OCB cell에 특정전압이 

인가되어 있고 수직입사광이 들어오는 경우, nx를 고

정시킨 후 이 때 누설광을 차폐하는 이축성필름의 ny

를 결정하였다. 여기서는 수직입사광에 대한 것이므로 

이 방향에 평행한 nz는 어떠한 값을 가지더라도 

black-level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적화

된 ny를 적용하여 시야각 특성을 살펴보고 수직 및 수

평방향의 시야각에서 가장 나쁜 시야특성을 보이는 임

의의 각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각에서 nz에 따른 투과

특성을 분석하고 최소의 누설광을 나타내는 nz를 결정

하였다. 즉 단계적인 최적화에 의한 누설광의 차폐를 

통하여 전체 시야특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4 광학투과율계산

액정은 장축과 단축의 굴절율이 다른 비등방 매질이며 

불균일 매질이다. 따라서 이러한 액정의 광투과 특성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Berreman 4× 4 행렬

법을 적용한다[6~8]. 이러한 불균일성에 대하여 액정 

셀을 무수히 얇은 다중 층으로 설정하며, 이렇게 설정

된 각 층에서는 액정이 균일한 매질이라는 가정 하에 

각 층의 전파행렬을 계산함으로써 전체 전파특성 행렬

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층에서는 액정이 균일하다고 

가정하였으므로 굴절율에 대한 유전율 텐서를 알면 각 

층에서의 전․자장의 전파관계가 표현된다.

Biaxial media에 대한 광투과율 해석에는 먼저 Euler 

angle 에 대한 해석(θ, φ, ψ)이 필요하다. 실제 

biaxial media를 해석하기 위하여 Fig.2와 같이 실험

실좌표계와 primary 좌표계 사이의 변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좌표계간 변환 단계는 다음을 따른다.

Fig.2  주좌표계     와 실험실 좌표계      

의 변환.

Step 1. yl을 두 평면의 교선까지 zl을 중심으로 φ만큼 회전

Step 2. 새로운 yl을 중심으로 π/2-θ 만큼 회전 (zl ->z’)

Step 3. 새로운 zl(z’)을 중심으로 새로운 y를 다시 y’까지 

        회전(ψ) 

이러한 변환 과정을 통한 완성된 유전율 텐서로부터 

△행렬을 계산할 수 있다. △를 taylor 전개법에 대

입하여 biaxial media의 P matrix를 계산할 수 있다.

2.4 최적화 설계

액정의 탄성에너지와 전기에너지 계산으로부터 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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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액정의 director profile을 나타

내었고, 이 결과로부터 전압 off 상태에서  액정의 ∆

nd에 따른 투과율 분포를 Fig.4 와 같이 얻을 수 있었

다. 투과율 곡선에서 최대투과율을 나타내는 액정의 

∆nd는 대략적인 값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계산된 

Berreman  ×  Matrix법을 이용하여 수직입사 시 

bend cell의 인가전압에 대한 광학 투과율을 계산하였

다. Bend cell은 수직입사의 경우에도 누설광이 존재

하므로 보는 방향에 관계없이 모든 인가전압에 대하여 

항상 누설광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누설광은 

contrast 저하나 흑백반전과 같은 디스플레이 성능 향

상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써, 누설광을 차폐시킴으로써 

디스플레이의 표시 품질을 높일 수 있다. 

Fig.3 OCB셀의 분자배열분포

   

Fig.4 ∆nd에 따른 OCB셀의 투과율 분포

  누설광 제어를 위하여 설계된 각각의 보상필름들을 

사용하여, 수직 입사광에 대하여 액정의 black-level

이 결정된 투과율을 구했다. 수직입사의 경우 5V의 구

동전압에 대하여 누설광을 차폐시킴으로써 수직입사에 

대한 시야각 특성을 확보하였다.       

단축성과 discotic 필름이 조합된 보상필름의 경우, 

discotic 필름을 적용하기에 앞서 먼저 단축성 필름만

이 적용된 상태에서는 수평 방향 및 수직 방향 시야각 

특성이 모두 대략 ±주위에서 급격히 저하된다. 

따라서 discotic 필름은 시야각 ±주위의 누설광

을 차폐할 수 있도록 그 파라미터를 결정하였다. 입사

광을 70°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discotic 필름의 Δnd

에 따른 투과율 특성을 살펴 본 결과, 필름의 Δnd를 

결정할 수 있었다. 단축성 및 discotic 필름이 적용된 

최종 투과특성은 Fig.5와 같다. 이축성 필름에 있어서 

black-level을 제어하는 요소는 ny 이다. black-level

이 맞춰진 후의 시야각 특성은 Fig.6과 같으며 앞서 

수행된 연구 결과가 비슷하게 ±70°주위에서 나쁜 시

야 특성을 보이므로 입사광을 70°로 고정시킨 상태에

서 nz의 변화에 따른 투과율 특성에서 최적화된 nz의 

값을 결정할 수 있다.

Fig.5 단축성 및 discotic 필름이 적용된 OCB셀의 

시야각 특성.

nx, ny, nz를 모두 결정한 후, 결정된 단축성 필름과 

discotic 필름의 두께를 각각 이분하여 Fig.1 과 같이 

bend cell 상하에 대칭적으로 배치한 시야각 특성을 

Fig.7에 나타내었다. 이는 좌우 시야각의 대칭성을 얻

기 위함이다. 기존의 결과에 비해서 좌우 시야각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상하 시야각에 대하여 gray 

scale inversion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각이 대략  

이상 확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최대 투과율 또한 기

존에 비해서 좌우 0.1, 상하 0.15 가량 높아, 

contrast 비의 증가에 따른 on/off 구동이 명백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III. 결론 

OCB 모드는 단축성과 discotic 필름이 적용된 경우 수

평방향으로 계조반전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contrast 비가 10 이상의 영역이 수평 및 수직 모두 

160°이상으로 매우 좋은 시야각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축성 필름 적용 시에도 넓은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

었으며, 단축성과 discotic 필름이 적용된 OCB cel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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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야특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OCB cell 자체의 

최적화는 off 상태에서 필름 적용 시에도 매우 높은 

투과율을 보였으며, on 상태에서 수평 및 수직 방향으

로 보상 필름에 의해 누설광이 차단되어 매우 낮은 투

과율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명백한 on/off 

구동은 광시야각의 구현이 가능한 OCB 모드에서 더욱 

뛰어난 표시품질의 구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연구 결과에 추가적으로 근래 많은 연구발표가 

있는 광대역 광시야각 위상판과 광대역 광시야각 편광

자를 사용하면 시야각의 투과율과 파장 분산 의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삽입 물질이 많아지면 

투과율은 낮아지므로 효율이 좋은 Backlight Unit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에 대해 OLED등을 이용한 면광원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까운 미래에 지금

보다 월등히 뛰어난 시야각 특성을 가진 LCD 

application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Fig.6 이축성 필름의 nx, ny 가 결정된 후의시야각에 

따른 투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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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이축성 필름이 적용된 OCB셀의 시야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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