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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필름을 이용한 수평 배향된 액정 디스플레이의 시야각 향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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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studied electro-optic characteristics to improve viewing angle of the in-plain switching

(IPS) liquid crystal display using an compensation film. The IPS mode shows relatively large light

leakage and color shift in diagonal directions in a dark state. To solve this problem, we have

compensated the low contrast ratio in diagonal directions using one optimized discotic film and

adjusting TAC films of polarizers. The compensated IPS mode shows wide viewing angle

characteristics that region of CR 50:1 is over 60 ° of polar angle in all directions. The optimized IPS

cell exhibits much better performances than other methods do in terms of CR and color uni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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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액정디스플레이는 Notebook 또는 PDA 크

기의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부터 대형 사이즈의

LCD TV 시장까지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시장은 원판사이즈보다는 한

장의 원판 안에서 얼마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고화

질과 동영상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제품을 효율적

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여부다. 즉 세대보다는

제품의 표준이 더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광시야

각 특성을 갖는 액정디스플레이들은 수평전기장에

의해 구동되는 In-plane switching (IPS) mode

[1,2]와 fringe field switching (FFS) mode[3-5]가

있고, 수직전기장에 의해 구동되는 patterned vertical

aligned(PVA) mode[6,7] 와 optically compensated

bend(OCB) mode[8]가 있는데, 이 모드들은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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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술을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그 특성들을 향

상시키고 있다. 최근에 FFS mode 컨셉를 갖는

IPS-pro의 어둠상태를 보상하기 위해 biaxial 필름

을 적용한 액정 디스플레이가 개발되었고[9], 두

장의 보상필름을 사용하여 광시야각 특성을 갖는

True wide (TW) IPS가 개발되었다[10-12]. 하지

만 biaxial 필름은 제조하기가 쉽지 않고, 보상필름

을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수평 배열된 모

드인 IPS모드에 한 장의 discotic 필름을 적용하여

최적 셀 구조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전기 광학 특

성을 연구하였다.

2. 셀 구조와 조건

본 논문에서 제안한 discotic 필름을 적용한 IPS

mode의 전기 광학특성에 대해서 알아 보기위해 2

X 2 Jones extended matrix 방법에 의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였다[13].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액

정은 입사광원의 파장(λ)이 550 nm일 때 액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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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률 이방성(Δn)이 0.08이고 유전율 이방성(Δε)

이 7.0, 탄성 계수가 K1 = 11.7 pN, K2 = 5.1 pN,

K3 = 16.1 pN인 액정을 사용하였으며, 상부와 하

부 기판의 프리틸트각은 두 영역 모두 2 °로 하였

다. 여기에서 픽셀전극의 폭은 5 um로 하였고 픽

셀전극간 거리는 10 um로 하였다. 또한, 편광판의

지지층인 TAC 필름의 Rth (out of retardation)과

Re(in plane retardation) 값은 각각 65.2 nm 와

10.4 nm로 하였다. Rth 과 Re은 다음과 같다.

Rth
nx + ny

2 nz= ·dRth
nx + ny

2 nz= ·d

(nx – ny)Re= ·d(nx – ny)Re= ·d

여기에서 nx, ny, nz는 각각 x, y, z축 방향의 굴절

율 값이고, d는 필름의 두께를 의미한다.

IPS 모드는 교차된 편광판들 사이에 굴절률 이

방성과 유전율 이방성을 가지는 액정 디스플레이

의 표준화된 광 투과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T0 = sin
2 (2ψ) sin2 (πdΔn (θ, φ) / λ)

여기서 ψ는 편광판 투과축 중 한축과 액정 방향자

간의 이루는 각도이고, Δn은 액정의 복굴절, d는

셀 갭, λ는 입사광의 파장이고 θ와 φ는 각각 구

좌표계에서 극각과 방위각을 나타낸다.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상적인 IPS 셀의 경우, in-plane

전기장에 의해 액정 방향자들이 평면 안에서 회전

하기 때문에 단지 ψ의 변화가 45 °를 이룰 때 최대

투과율을 보이고 중간계조에서의 투과율은 액정의

dΔn 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셀에서는

입사광의 파장에 대한 dΔn 값에 의존하여 최대투

과율이 변화할 수 있고 밝음 상태를 나타내는 dΔn

값이 이보다 작아지거나 커짐에 따라 각각 청색이

나 노란색으로 변화할 수 있다[14].

그림 1은 discotic 필름과 액정 분자의 보상 원

리를 보여준다. 액정이 초기 기판과 평행하게 배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각 방향에서의 유효 위상지

연 값을 보상하기 위하여 discotic 필름의 광축을

액정의 러빙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

한 구조는 기존의 여러 장의 보상필름을 사용하여

화질을 개선[10-12]한 구조보다 비용과 공정 마진

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액정의 초기 어둠 상태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되어

야한다.

dΔnLC (θ,Φ)+ dΔndiscotic film (θ,Φ) = 0

여기서 θ와 Φ는 각각 극각과 방위각을 나타낸다.

각각의 극각과 방위각에서 위상지연값이 0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discotic

필름과 액정 분자를 배열 시켜야 한다.

그림 1. Discotic 필름과 액정 분자의 보상원리.

Fig. 1. Compensation principle between the

discotic film and LC molecular.

그림 2는 제안된 IPS LCD의 광학구조를 보여준

다. 액정의 광축과 discotic 필름의 위상지연축은

일치시키고 상, 하부의 TAC필름의 위상지연축은

각각 상, 하부의 편광판의 투과축과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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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한 IPS 액정 디스플레이의 광학 구조.

Fig. 2. Optical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IPS 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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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결과 및 토의

그림 3은 모든 시야각 방향에서 discotic 필름의

위상지연값(Rth) 에 따른 최대 빛샘 정도를 보여주

고 있다. Discotic 필름의 위상지연값(Rth)이 25 nm

에서 250 nm로 증가할수록 최대 빛샘 값이 Rth가

88 nm를 기준으로 아래로 포물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Discotic 필름의 Rth가 88 nm 미

만에서는 액정 셀의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Rth가 88 nm 초과인 경우에는 discotic

필름의 위상지연값 증가로 Nx=Ny>Nz 상태가 되

어 빛샘이 크게 증가한다. 빛샘이 가장 작은 상태

즉 유효 복굴절이 Nx=Ny=Nz 값을 만족하는

discotic 필름의 위상지연 값은 Rth가 88 nm 이고

빛샘이 0.00731로 시야각 방향에서의 최대 빛샘이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빛샘 정도가 최소가 되는 지점 88 nm일 때를 최

적조건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3. 모든 시야각 방향에서 discotic 필름의 위

상지연값(Rth) 에 따른 최대 빛샘.

Fig. 3. Max light leakage according to a

discotic film retardation (Rth) and in all

viewing directions.

그림 4는 어둠상태에서 필름 보상 되지 않는

IPS셀과 필름 보상된 IPS 셀의 빛샘 정도와 최대

빛샘을 수치로 표현하였다. 이때, 액정의 러빙 방

향은 0도이다. 3가지 다른 선들은 보상되지 않은

IPS셀의 최대 빛샘의 수치의 70 %(I70), 50 %(I50),

30 %(I30)를 각각 나타낸다. Discotic 필름을 사용

한 보상된 IPS cell의 경우, 빛샘영역은 I30이 되는

영역이 오른쪽 위아래 방위각 30도 되는 영역에서

약간 발생할 뿐 모든 방향에서 빛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수치상으로 최대 빛샘

이 보상하지 않았을 때의 38.7 % 정도로서 Discotic

필름이 IPS 셀의 어둠상태를 확실히 보상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5는 필름 보상이 되지 않는 IPS 셀과 필름

보상된 IPS 셀의 등 명암 대비율 곡선이다. 그림 4

에서 볼 수 있듯이 어둠상태의 빛샘이 완벽히 보

상되었기 때문에 등명암 대비율 곡선 또한 50:1이

되는 영역이 전 시야각영역에서 40도에서 60도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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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필름 보상이 되지 않은 셀과 필름 보상된

셀의 어둠상태에서의 등휘도 곡선.

Fig. 4. Calculated iso-luminance in the non

compensated and compensated cells at

dark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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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필름 보상이 되지 않은 셀과 필름 보상된

셀의 등 명암 대비율 곡선.

Fig. 5. Calculated iso-contrast ratio in the non

compensated and compens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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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PS LCD의 시야각 방향에서의

낮은 명암대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 장의 discotic

필름을 사용하고 편광판의 지지체인 TAC 필름의

위상지연값을 최적화 시켰다. 그 결과 전 시야각

방향에서의 빛샘을 최소화시켜 등명암 대비율이

50:1인 영역을 극각 60도까지 향상시켰다. 결과적

으로 한 장의 Discotic 필름으로 IPS LCD를 보상

하여 광시야각 기술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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