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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D(Liquid Crystal Display)는 반응시간, 시야각, 색 구현, 명암비 등 여러 측면에서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의 결과 현격한 기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LCD의 TFT(Thin Film Transistor)기판은 구동

회로에서 전기신호를 받아 액정의 정렬방향을 제어하여 투과된 빛의 편광상태를 변화시켜주고, CF 

(Color Film)기판은 화면에 원하는 색상을 표시한다. 패턴된 각 유리 기판에는 PI(Polyimide)를 코팅하고 

일정방향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배향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배향막은 액정분자를 초기 정렬하는

데 사용된다. 러빙공정을 거친 PI는 러빙 방향을 광축으로 하는 나노크기의 광학 이방성을 가지게 된다. 

 러빙방향은 액정의 배향방향을 결정하므로 러빙의 세기와 방향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은 향상된 화질

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생산현장에서 러빙방향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러빙된 PI기판의 광학이방

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방성 매질의 광축 측정 오차는 광학 이방성의 크기에 반비

례하여 증가하므로 이방성의 크기가 극단적으로 작아지면 광축의 측정오차가 무한히 커지게 된다. 또한 

LCD에서 사용되는 TFT패턴과 CF패턴은 이들 기판에 의한 미소 광학 이방성으로 러빙된 PI의 축을 결

정할 때 교란요인이 된다.(1)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PCSA구조의 투과형 편광계(2)를 이용하여 PI의 미소광학 이방성의 방향을 결

정하였다. 또한 패턴이 있는 유리 기판의 효과가 PI의 광학 이방성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분

석함으로 PI에 의한 광학 이방성과 기층에 의한 이방성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기판은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원판유리와 패턴된 TFT기판과, CF기판이다. 패턴된 

유리기판들은 러빙 공정이 되어있는 것이다. TFT기판은 금속패턴을 포함하는 복잡한 배선들을 포함하

고 있으며 CF기판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RGB 필름과 블랙매트릭스가 패턴되어 있다.

 측정에 사용된 편광계는 PCSA 구조의 투과형 타원계(엘립소테크놀러지, Elli-Ret)이다. 상용장비는 광

원으로 Halogen 램프를 사용하고 광량측정소자 앞에 550 nm의 필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TFT기판의 시

료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광원자체에 의한 시료의 온도상승을 막기 위하여 75 W 

Xe-arc Lamp를 주 광원으로 하고 단색분광계를 이용하여 575 nm의 단색광을 사용하였다. 측정은 시료

를 회전시키면서 진행되므로 시료대의 양 끝과 시료의 양 끝에 자석을 놓아 회전하는 동안 시료가 흔들

리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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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복합시료의 광학이방성 변화와 모

델에 따른 계산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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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학이방성 측정 데이터 형태

 [그림1]은 시료의 광학이방성 즉 광축의 방향과 이방성의 크기를 측정할 때 구해지는 대표적인 데이터 

형태를 보여준다. 가로축은 회전하는 시료의 방위각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겉보기 이방성을 나타낸다. 

[그림1]과 같은 겉보기 이방성을 Levenberg-Marguardt법을 이용하여 삼각함수로 최적 맞춤함으로써 진

폭과 겉보기 이방성이 최대일 때의 시료의 방위각을 결정할 수 있고 이방성의 크기와 광축의 방향을 알 

수 있다. 

 TFT기판은 금속을 포함하여 많은 미세한 패턴이 되어있다. 이들 패턴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유리기판

에 새로운 광학 이방성을 유도하게 된다. 러빙된 PI에 의한 광학 이방성과 온도의존성을 가지는 기판 

패턴에 의한 유도된 광학 이방성이 중첩된 효과는 간단한 광학모델을 사용하여 아래식과 같이 그 등가 

광학이방성을 계산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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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에서 간단한 광학모델에 의한 서로 다른 두 개의 광학이방성을 가지는 복합시료의 광축 및 광학

이방성의 크기 변화가 측정된 광학이방성과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러빙된 PI를 평가할 때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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