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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LCD)에서 저가형이나 소형 디스플레이에서는 비교적 제작이 간편

한 TN-LCD(Twisted-Nematic LCD)의 시야각 향상을 위해 보상판을 편광판에 접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편광판과 보상판의 접합과정에서 편광판의 광축과 보상판의 축 틀어짐이 발생하여 빛샘이 증

가하고, 후공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접합공정 이 후에 축 틀어짐의 정도와 보상판

의 Rin(in-plane retardation), Rth(out-of-plane retardation) 값들을 동시에 측정ㆍ분석 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확장된 존스 행렬법
(1-2)
을 사용하고 타원법의 모델링 분석법을 적용하여 복합

판에 의한 투과광의 편광상태 변화를 해석함으로써 접합된 광학이방성 판의 축 틀어짐 오차와 Rin, Rth

들을 동시에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회전검광자 방식의 타원계에서는 검광자를 회전시키면서 측정한 빛의 세기로부터 식 (1)와 같이 정의되

는 푸리에 계수 α, β를 결정하는데 α, β는 타원상수 Ψ와 Δ를 사용하여 식 (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ID는 측정되는 빛의 세기, I0는 평균 빛의 세기, ω는 회전하는 검광자의 각진동수, 그리고 P는

편광자의 방위각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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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판과 보상판이 접합된 복합판을 투과한 빛은 확장된 존스 행렬법을 사용하여 입사파의 편광상태가

복합판의 각 경계면과 매질을 진행함에 따라 변하는 편광상태를 순차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2) 입사파에

대한 투과파의 편광상태변화 계산결과를 사용하여 식 (1) 및 식 (2)에 따라 푸리에 계수들을 구할 수 있

는데 회전검광자 방식의 타원법에서는 미지상수의 수치값을 바꾸어가며 측정된 α, β와 광학적 모델에

의한 α, β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 즉 실험값에 계산치를 최적맞춤하는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시료의 광학상수 등 미지상수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 같은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였다.

2개의 접합된 광학이방성 물질의 광학상수를 모델링 분석법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a-판 위에 c-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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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복합판 구조를 가진 시료에 대하여 투과방식의 회전검광자형 편광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타원상수

를 분석하여 이 복합판의 광학상수를 역방계산하였다. [그림 1]은 이 복합판을 투과한 빛의 편광상태 변

화를 입사각 0도 (a)와 50도 (b)에서 5도 간격으로 시료를 360도 회전하면서 측정한 타원상수 그래프와

최적맞춤한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복합판을 구성하는 a-판과 c-판의 각각의 정상굴절률과 이상굴절

률은 단판인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를 사용하였고
(4)
, a-판의 방위각과 두께, c-판의 두께 등을 미지상수

로 하였다. [그림 1]에서 최적맞춤한 그래프가 측정한 그래프와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측정에 사용된

a-판이 근사적으로는 단축이방성 구조와 비슷하지만 엄밀하게는 쌍축이방성 물질이기 때문에 단축이방

성 물질을 사용하여 그 편광특성 기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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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입사각 0° (a)와 50° (b)에서 복합판의 방위각을 회전시키며 푸리에 계수를 측정값과

최적맞춤한 결과(α: □, β: ○). 심벌은 측정값이고 실선은 선형 회귀분석법을 사용한 최적맞춤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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