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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check the validation of LC simulation, 0.7 inch LCOS panel in full-HD resolution was fabricated and used
for the electro-optical measurement. Compared the measured data with the calculated data, the averaged difference was
1.72% under 0 ~ +6 V bias on pixel electrode. To improve the optical characteristics of full-HD LCOS panel, the planar
structure and trench structures (0.1 um, 0.2 um and 0.3 um-in-depth) between adjacent pixels were investigated with LC
simulation. The planar structure showed the higher reflectance and faster reflectance-voltage response time than the trench
structure. The optical fill factor and contrast ratio of planar structure were also higher than those of trench structures. As
compared 1 um-in-depth trench structure resembled to the real structure with the planar structure, the optical fill factor
was improved by 1.15% and the contrast ratio was improved by 5.26%.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luminance and
contrast ratio, the planar structure need to be applied between adjacent pixels.

Key Words : Microdisplay, LCOS, inter-pixel structure, trench

1. 서 론

최근 디지털 방송의 시작으로 고화질, 대화면 디스

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평판디스플레이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LCOS 기술은 대형/고화질 TV

의 생산이 가능하며 고화질의 영상을 상대적으로 낮

은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1, 2]. 현재 몇몇의 업체에서는 소비 시장을 위한

LCOS 기반 rear-projection TV을 생산하고 있으며, 단

일패널 형태에 LED 조명장치를 사용하는 직시형

LCOS 장치는 디지털 카메라의 뷰파인더와 접안식

(near to eye) 디스플레이에 적용되고 있다. 

LCOS 패널에서 고해상도 이미지 구현을 위해서는

작은 픽셀의 구현이 요구된다. LCOS는 매우 작은 픽

셀 사이즈(<10 um) 제조되며, 이 경우 이웃한 픽셀 사

이의 거리가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fringing field

의 영향으로 패널의 전기광학적 특성이 현저히 감소

하게 된다[3-5]. 

본 논문에서는 full-HD LCOS 패널의 전기광학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웃한 픽셀간에 제조시 생

성되는 trench 구조를 변수로 채택하여서 3-d LC시뮬

레이션를 이용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0.7 인치

full-HD LCOS 패널의 반사율-전압 특성을 측정하여

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시뮬레이션의 유효성

을 검증하였다. 이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사율-전압

특성, 픽셀내의 반사율 분포와 광학적 fill factor 분석

을 통해서 이웃하는 픽셀간의 최적화된 구조를 제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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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과 시뮬레이션의 결과 비교

Fig. 1은 제작된 full-HD 해상도 0.7 inch LCOS 패

널을 보여주고 있으며, 픽셀간 간격은 7.7 um이고 픽

셀 내 상하 간격은 2.1 um이다.

Fig. 2는 제작된 샘플의 하판 단면 SEM 사진으로 이

웃하는 픽셀전극 사이의 간격은 0.4 um이고 픽셀전극

은 SiO2(0.09 um)와 SiNx(0.06 um)로 덮여 있다. 픽셀

전극 자체의 두께(0.4 um) 때문에 0.1 um 두께의 trench

구조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액정은 Merck로

부터 공급된 VA 모드의 MLC-6609를 사용하였다.

Fig. 3은 LCOS 패널을 전기광학적 특성을 측정하

는 시스템으로 Fig. 3(a)에는 550 nm의 광원과 패널

동작을 위한 function generator가 나타나 있으며,

Fig. 3(b)은 구동회로와 광학 측정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LCOS 패널은 X-Y 스테이지에 고정되며, 반사

광 측정을 위하여 공통전극의 전압은 6 V로 픽셀전극

의 전압은 data 전압이 없을 경우 6 V로 고정하였다.

data 전압은 0 V에서 6 V로 변화 가능하며 0.5 V 단위

로 변화가 가능하다. 패널의 입사광은 PBS(polarizing

beam splitter)를 통해 전달되며 반사광은 photo detector

를 통해 측정된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구조는 Fig. 2에 나타난 샘플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적용된 LC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LC의 pre-tilt angle은 87o, azimuthal angle은

45o로 고정하였다. 각 전극에 인가된 전압은 실험에

사용된 전압을 기준하였다.

Fig. 4는 반사광-전압 특성에 대한 실험결과와 반사

율-전압 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패널에서 반사광의 세기는 반사율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에 최대 반사광 세기를 1.0으로 변환하고 최

대 반사율을 1.0으로 변환하여서 동일한 그래프에서

비교하였다. 두 값 모두 data 전압이 2 V를 초과하면

서 증가하기 시작하며, 전압의 증가에 따라서 빛의 세

기와 반사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두 값 모

두 주어진 전압 내에서 평균적 차이는 1.72% 수준 이

었기에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0.7 inch full-HD resolution LCOS panel.

Fig. 2. inter-pixel structure of LCOS.

Table 1. LC (MLC-6609) properties

K11 (Splay Elastic Constant, pN) 17.2

K22 (Twist Elastic Constant, pN) 7.3

K33 (Band Elastic Constant, pN) 17.9

Extraordinary Refractive Index 1.5514

Ordinary Refractive Index 1.4748

Dielectric Anisotropy -3.7

Fig. 4. comparative result between experiment and simu-
lation.Fig. 3. experiment set-up for electro-optical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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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기광학 특성의 개선

full-HD LCOS 패널의 전기광학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4가지 다른 경우의 이웃하고 있는 픽셀 사이

에 구조를 LC code를 사용하여서 분석하였다. 그림

5(b)~(d)는 다른 깊이의 trench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5(a)는 planar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2개의 이웃하고 있는 픽셀(한쪽은 on상태, 다른 한

쪽은 off 상태)의 LC director 단면과 광 특성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Fig. 6은 이웃하고 있는 픽셀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

화하는 on상태 픽셀의 반사율-전압 특성을 나타낸다.

planar 구조에서 최대 반사율과 빠른 반사율-전압 응

답속도를 나타내며, 0.1 um와 0.2 um trench 구조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0.3 um trench 구조에

서는 가장 낮은 반사율과 응답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7은 이웃하는 두 픽셀의 가운데에서 반사율의

분포를 나타낸다. 왼쪽 픽셀은 off상태이고 픽셀전극

에 인가된 data 전압은 0 V이다. 오른쪽 픽셀은 on상

태이고 인가된 data 전압은 5 V이다. 

trench 구조의 깊이가 증가되면 fringing field 효과

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fringe field의 발생으로

광 특성이 저하됨을 나타내고 있다. planar 구조는 가

장 높은 반사율을 보여주고 있고, 0.3 um trench 구조

는 가장 낮은 반사율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2에서는 구조변화에 따른 on 상태 픽셀의 광

학적 fill factor와 명암비를 나타내고 있다. on상태 픽

셀의 광학적 fill factor는 Abright/Apixel으로 계산되었으

며 Abright는 on 픽셀의 가시광이 발생하는 영역을

Apixel은 on 픽셀 전체영역을 나타낸다. 명암비는 아래

와 같이 계산되었으며,

명암비 = Rbright / Rdark

Rbright은 on 상태 픽셀의 적분된 반사율을 나타내

고 Rdark는 off 상태 픽셀의 적분된 반사율을 나타

낸다.

planar 구조의 광학적 fill factor는 다른 trench 구조

보다 높았으며, 0.3 um trench 구조가 가장 낮은 광학

 ∫  ∫

 ∫
 ∫

Fig. 5. 4 different structures between adjacent pixels; (a)
planar structure, (b)~(d) trench structures with
different depths.

Fig. 7. calculated reflectance at the center of neighboring
pixels.

Table 2. optical fill factor and contrast ratio of 4 different
structures

Structure

Simulation

Planar
(no trench)

Trench 
1 um-in-

depth

Trench 
2 um-in-

depth

Trench
3 um-in-

depth

Optical 
Fill Factor

77.634 76.490 76.596 76.320

Contrast 
Ratio

772.739 734.128 692.833 617.444

Fig. 6. calculated reflectance-voltage curves of 4 different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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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fill factor를 보여주고 있다. 명암비 역시 planar 구

조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0.3 um trench 구조가 가

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trench 구조의 깊이가 증가

되었기에 LC 일그러짐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며, Fig. 2에 나타난 1 um 깊이의 실제 trench 구조

와 planar 구조를 비교하면 광학적 fill factor는

1.15%, 명암비는 5.26% 향상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LC code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조

와 구동조건에서 실험적으로 측정된 반사광의 세기와

계산된 반사율을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1.72%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full-HD LCOS 패널의 전기광학

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사용

하여 이웃한 픽셀간의 trench 구조의 영향성을 분석하

였다. planar 구조는 trench 구조보다 높은 반사율

과 빠른 반사율-전압 응답속도를 나타냈으며, planar

구조의 광학적 fill factor와 명암비는 trench 구조

의 것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rench 구조의 깊

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fringe field에 의한 LC의 일그

러짐이 심화되었고 실제 제작된 샘플이 갖고 있는

1 um 깊이의 trench 구조와 planar 구조를 비교하면

광학적 fill factor는 1.15%, 명암비는 5.26%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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