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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분자 안정화 블루상 액정셀(Polymer-stabilized blue phase liquid crystal cell)은 ㎲ 단위의 응답속도와 광시야각
및 액정의 배향을 위한 문지름 과정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구동전압과 낮은 kerr 상수값으로 인해
유도되는 복굴절의 값이 낮아 고분자 안정화 블루상 액정셀의 전기광학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본 논문에
서는 지그재그 형태의 전극 구조를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된 전극 구조를 가지는 액정셀의 투과율 손
실 없이 구동전압을 25%이상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olymer-stabilized blue phase liquid crystal (BPLC) cell has advantages such as sub-millisecond response time, wide viewing angle
and no rubbing process for the alignment of liquid crystals. However, high operating voltage and low kerr constant of the polymer-stabilized
blue phase liquid crystal deteriorate the electro-optical characteristic of the polymer-stabilized BPLC cell. In this paper, we proposed novel
zig-zag electrode in cell layout and confirmed that proposed electrode shape could reduce an over 25 percent of operating voltage for BPLC
cell without degradation of tranmittance by using Kerr constant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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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의 액정 디스플레이소자는 정보화 사회의 다
양한 곳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정으
로 확산되고 있는 LCD TV는 기존의 CRT TV에 비해 경
량, 박형 및 저전력 등의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협소한 시야각의 문제도 in-plane switching (IPS)
[1], multi-domain vertical alignment (MVA) [2], patterned
vertical alignment (PVA) [3], fringe-field switching (FFS)
[4] 등의 다양한 액정모드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영상을
폭넓은 시야에서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이나 3D LCD TV와 같
이 빠른 응답속도를 요구하는 장치에서 광시야각 액정
모드는 하강시간이 물질의 특성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
고 있으며, 이는 잔상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5].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정 소자가 아닌 액정구동
의 방법과 이미지처리 부분에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6]-[8].
차세대 액정소자의 하나인 고분자 안정화 블루상 액
정은 전압의 off 상태에서는 광학적으로 등방성이며 ㎲
단위의 고속응답과 광시야각 및 액정배향을 위한 문지
름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제작공정의 관점에서 큰 장
점을 가지고 있다 [9].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분자 안정화 블루상
액정셀은 광시야각 액정모드보다 높은 구동전압과 낮
은 광학특성이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고분자 안정화

Ⅱ. 고분자 안정화 블루상 액정셀의
스위칭 원리
고분자 안정화 블루상 액정셀을 투과축이 교차된 편
광판과 검광판 사이에 두고 전압의 off 상태에서 액정셀
은 광학적인 등방성으로 인하여 dark 상태가 된다. 전압
을 인가하여 전계가 형성되면 액정셀 내부의 Kerr 효과
에 의해 유도되는 복굴절의 표현식은 다음과 같다.

∆   

E는 인가된 전계이고 λ와 K는 각각 파장과 물질의
Kerr 상수이다. 위 수식에서 인가되는 E의 크기와 Kerr
상수가 커지게 되면 유도되는 복굴절의 값이 커지는 것
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정규화 된 투과율의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 
  sin  × sin    


(2)

ψ는 편광판의 투과축과 액정디렉터 사이의 각도이고
d는 액정셀의 두께, Δni는 전압에 크기에 따라 유도된 복
굴절의 값이다. 위 식에서 최대 투과율을 얻으려면 ψ =
45°와 dΔni = λ/2의 값을 가져야 한다.

Ⅲ. 고분자 안정화 블루상 액정셀의
구조 및 광학특성

블루상 액정셀의 전기광학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발된 물질보다 훨씬 큰 kerr 상수값을 가지는 물
질의 개발 및 최적화 된 전극 구조로 낮은 구동전압에서
큰 유도 복굴절 값을 가지도록 전극 구조의 설계와 최적
화된 구동 파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TechWiz LCD’ (사나이시스템, 한
국)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
여 새로운 형태의 전극 구조를 설계하여 고분자 안정
화 블루상 액정셀의 광학특성과 구동전압을 연구 하
였다.

그림 1. S-IPS 액정셀의 모서리 전극 구조
Fig. 1. Edge electrode structure of S-IPS liquid
crysta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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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Super-IPS (S-IPS) 액정셀에서 사용되는 기
본적인 전극 구조의 모서리 부분이다. 액정셀의 하판에
있는 pixel 전극과 common 전극은 투명 전극인
ITO(indum tin oxide)로 만들어져 있다. Pixel 전극과
common 전극의 폭은 3.7㎛이며 좌·우 및 상부의 전극사
이 간격은 각각 11.7㎛와 6㎛이다. 일반적으로 S-IPS 모
서리 전극 구조 영역에서는 불균일한 전계에 의해
disclination이 발생되고 이는 액정셀의 투과율 손실을 초
래하게 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BM (black mask)를 사
용하여 투과율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지만 개구율 감소
로 인한 투과율의 손실이 발생한다.

Ⅳ. 전기광학특성 향상을 위한
전극 구조 제안
S-IPS 전극 구조에서 투과율 향상을 위해 사용된 BM
은 액정셀의 개구율을 감소시켜 투과율이 떨어지게 되
는 원인이었다. 따라서 모서리 전극 구조에서 발생되는
disclination을 BM영역 내에 위치시키면서 BM영역을 줄
일 수 있는 지그재그 형태의 전극 구조의 모양은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10].

S-IPS 모서리 전극 구조 영역의 투과율을 계산하기 위
해 고분자 안정화 블루상 액정층 (Kerr 상수 = 5.5 m/V2,

Δε = 4.5, Δn = 0.15)을 3.4㎛의 두께로 설정하고, 전압은 0
∼ 210V까지 3V씩 인가전압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계산
하였다. 붉은색 파선으로 표시한 BM영역의 크기는 모
서리 전극 구조에 의해 발생된 disclination이 완전히 제
거될 수 있는 34㎛로 설정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계산된 투과율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3. 지그재그 형태의 제안된 전극 구조
Fig. 3. The proposed zig-zag electrode structure

제안된 구조의 pixel 전극과 common 전극의 폭과 전
극 사이 간격은 S-IPS 전극 구조와 동일하다. 하지만 제
안된 전극 구조에 사용된 BM의 크기는 24㎛이며 기존
전극 구조의 BM보다 약 30%정도 감소된 크기이다. 줄
어든 BM의 크기가 모서리 전극 구조 영역의 투과율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한 고분자 안정
화 블루상 액정 파라미터와 두께로 설정한 후 BM의 폭
그림 2. S-IPS 모서리 전극 구조의 투과율
Fig. 2. Transmittance for edge electrode structure of
S-IPS

S-IPS 전극 구조를 사용한 고분자 안정화 블루상 액정
셀의 최대 투과율은 180V에서 0.07의 값을 보여주고 있
고 S-IPS 모서리 전극 구조 영역의 투과율이 다소 낮은
이유는 시뮬레이션 영역에서 BM의 영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물질의 낮은
Kerr 상수값으로 인해 유도된 복굴절의 값이 작은 것으

만 24㎛로 설정하였다. 지그재그 형태의 제안된 전극 구
조의 액정셀 투과율은 그림 4와 같다.
지그재그 형태의 제안된 전극 구조를 사용하여 고분
자 안정화 블루상 액정셀의 모서리 전극 구조 영역의 투
과율을 계산한 결과, 기존의 모서리 전극 구조 대비 약
30%의 투과율 향상 및 약 10V의 구동전압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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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된 전극 구조의 투과율
Fig. 4. Transmittance of the proposed electrode
structure

그림 5. Pixel 전극 폭의 증가에 따른 투과율
Fig. 5. Transmittance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ement of the pixel electrode width

위 결과는 제안된 전극 구조에 사용된 BM 영역이

이는 3.7㎛의 pixel 전극 폭을 가진 제안된 전극 구조

감소하여 모서리 전극 구조의 활성영역이 증가하여
서 액정셀의 투과율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
한다.

와 비교하였을 경우, 구동전압은 약 21% 감소시킬 수
있고 투과율은 약 14% 가량 감소되지만 기존의 S-IPS
모서리 전극 구조에 비해 여전히 높은 투과율 값을 보
여준다.

Ⅴ. 제안된 전극 구조의 투과율과
구동전압 관계
고분자 안정화 블루상 액정셀은 높은 구동전압으로
인해 소비전력이 큰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Kerr 상수가 현재보다 큰 물질을 합성하
거나 혹은 전계의 세기를 높이는 방법으로 더 큰 유도 복
굴절을 얻을 수 있다. 전계는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고 전
극 사이의 간격에 반비례함으로 제안된 전극 구조의
pixel 전극의 폭을 증가시키며 액정셀의 투과율과 구동
전압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림 5는 pixel 전극 구조의
폭을 각각 2㎛, 4㎛, 5㎛씩 증가시키며 계산한 투과율 그
래프이다.
Pixel 전극의 폭을 4㎛ 증가시킨 후 구동전압 및 투과
율을 계산 한 결과 135V에서 0.0861의 최대 투과율 값이
계산되었다.
비록 pixel 전극의 폭이 증가함으로 인해 활성영역의
폭이 줄어 투과율은 감소하였지만 두 전극 사이의 전계
의 세기가 증가하게 되어 약 35V 가량의 구동전압이 줄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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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기존의 S-IPS 모서리 전극 구조에서 발생되는
disclination에 의한 투과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
되는 BM은 액정셀의 개구율을 저하시켜 투과율을 감소
시키는 원인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지그재그 형태의 제안된 전극 구조를
사용하여 BM의 크기를 약 30% 줄일 수 있었고 활성영
역의 개구율 향상을 통하여 모서리 전극 구조 영역에서
투과율을 약 40% 향상시켰다. 더불어 고분자 안정화
블루상 액정셀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높은 구동전압을
낮추기 위하여 pixel 전극 구조의 폭을 증가시키면서 구
동전압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로써 제안된 전극 구조
는 기존의 모서리 전극 구조 영역의 투과율보다 높은
투과율을 유지하면서 구동전압을 25%이상 낮출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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