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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반응시간의 구현, 넓은 시야각의 확보, 자연색에 가까운 색조의 구현, 높은 명암비의 실현 등 여

러 측면에서 성능과 화질이 현격하게 개선된 LCD(Liquid Crystal Display)는 액정셀을 가운데에 두고

양쪽으로 편광판의 투과축이 수직으로 배치되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편광판과 액정셀의 사이에는

TFT 패턴 또는 CF 패턴이 있으며 각 패턴위에는 액정 배향을 돕는 러빙된 PI 박막이 있다. 러빙의 크

기와 방향을 광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할 때에는 러빙된 PI에 의한 광학이방성이 0.3 nm 정도로 매

우 작고 유리기판 또는 패턴에 의한 광학이방성의 효과로 인하여 유효광축의 방향과 등가 리타데이션값

이 매우 크게 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4)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의 광학이방성 시료

가 중첩될 경우 각각에 의한 광학이방성이 등가 리타데이션과 유효 광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빠른축과 느린축의 투과계수의 비가 각각  , 이고 위상지연각이 각각  ,인 균일한 두개의 광학

이방성 막을 연속하여 통과시킬 때 이를 빠른축과 느린축의 투과계수의 크기비      , 위상지연

의 차이     인 유효 광학이방성을 가진 단일막으로 표현하면 투과타원상수는 다음과 같다.

tan    (1)

     (2)

또한 빠른축과 느린축의 투과계수의 비가 이고 이웃하는 미소부분간 위상지연각의 차이가 로 일정

한 균일하지 않은 시료위에 빠른축과 느린축의 투과계수와 위상지연이 각각 와 인 균일한 광학이방

성 시료를 광축을 나란하게 하여 접합한 복합시료의 유효 타원상수 표현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균일하

지 않은 시료를 N 개의 미소부분의 합으로 간주하였고    이며 과 은 균일하지 않은 시료

를N개의 미세 부분의 합으로 간주할 경우 미세부분의 위상지연의 최소값과 최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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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형 타원법 및 타원상수들을 사용하여 광축의 방향과 리타데이션을 표현하면 아래 식 (5)와 식 (6)

과 같이 된다. 여기에서 P는 편광자의 방위각이며 는 4분파장 위상지연자의 위상지연각으로 대개 90

도이다. 식 (5)와 식(6)에 의한 광축과 리타데이션은 각각 복합 시료의 유효 광축, 등가 리타데이션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효 광축과 등가 리타데이션은  ,  ,  ,  , 그리고 에 따라 폭넓은 변화를 보인

다. 그림 1은    ,   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550 nm의 파장에서 몇 가지 에 대해

과 의 변화에 따른 광축 방향과 리타데이션의 변화를 그린 그래프이다. 그림 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광학이방성을 가지는 복합시료의 광축 및 광학이방성의 크기 변화가 측정된 광학이방성과 본 모델

에 의한 계산결과가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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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복합시료의 유효광축과 리타데이션 변화.

   ,    ,   이고 

는 1.00003부터 1.0005 까지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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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복합시료의 광학이방성 변화 그래

프와 계산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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