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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품질 성능 향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 액정디스
플레이와 경쟁적으로 성장 중인 유기 발광 다이오드

본 논문에서는 액정 셀의 응답 속도를 개선하기

(OLED)의 경우는 여러 영상품질 성능 중 응답시간

위하여 광배향층 내에 반응성 액정 단량체 (RM)

부분에서 유기 소자 자체가 빠른 응답속도를 가지기

를 혼합하고 Two-Band 특성의 UV 노출 기법을

때문에 액정디스플레이 의 느린 응답시간으로 인해

이용하여 표면 고정 에너지를 개선하였다. 제안

발생하는 motionblur현상과 color break-up 을 극복

된 Two-Band UV 노출 기법은 340nm 이상의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액정표시장치에서 응답

장파장 밴드와 254nm의 단파장 밴드를 이용하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소자의 cell

RM과 광배향층의 광중합 형성을 각각 수행하였

gap, 유전율 이방성, 점도 및 액정의 탄성상수 이다.

고 강한 고정에너지 특성과 배향 특성을 함께 만

종전의 연구는 액정표시장치의 고속응답을 최적화

족 하였다. 또한, In-plane switching (IPS) 액정

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12]. 하지만 현재 액정표시

셀 제작을 통해 응답시간을 측정하였고 기존 광

장치의 고속응답을 위한 연구는 액정 배향층의 표면

배향 기법과 비교함으로써 응답시간이 22% 이상

고정에너지인 표면고정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

개선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다. 배향막의 강한 표면 고정에너지가 액정 분자의
동적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3].
최근에 배향막의 표면고정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자

I. 서 론

외선(Ultra-violet) 반응성 액정 단량체(RM)를 혼
오늘날 디스플레이 기술을 대표하는 액정디스플레
이의 영상품질은 Twisted Nematic(TN) ahe[1-2],
in-plane

switching

(IPS)

mode

[3-4],

the

fringe-field switching (FFS) mode [6-7], the
patterned vertical alignment (PVA) mode [8-9],
the multi-domain VA (MVA) mode [10-11] 등
의 액정 모드 개발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우수한 액정 모드 발전에도 불구
하고, 액정표시장치에 대한 현재의 기술은 여전히,
해상도, 시야각, 휘도, 응답시간 등을 포함하는 영상

합하는 연구가 있었다. 여기서 RM은 액정분자와 강
한 상호 결합을 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반응성 액
정 단량체가 혼합된 배향막 표면이 액정층 사이에서
강한 고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표면 고정 에너지
를 향상 시킬 수 있다. 특히, 러빙 배향층 내에 반응
성 액정 단량체를 혼합하여 표면고정에너지를 개선
한 다수의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다[14]. 그러나, 기
계적 접촉을 이용한 러빙 배향층은 균일한 액정 분
자 배열을 얻기 어렵고, 정전기 및 먼지 등의 오염
에도 쉽게 노출 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광시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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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멀티 도메인 구조 형성도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RM 과 광배향제의 반응파장대역을

따라서, 러빙 배향층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UV

분리하는 파장대역 분리법을 제안하였다. Fig. 1(a)

노출을 이용한 광배향 기법 연구가 필요하다 [16].

는 실험에 사용된 IPS-LC cell 의 단면도 이다.

그러나 광배향층은 러빙 배향층의 단점을 극복할 수

Indium-tin-oxide (ITO) common 전극 과 pixel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표면 고정에너지로 인하여

전극은 각각 10 m 의 두께 이며 이 둘 사이의 거리

액정 셀의 응답시간이 다소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한

는 30 m 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cell gap 은 3.2  m

다. 본 논문에서는 Two-Band 특성의 UV 노출 기

로 일정하게 고정하였다. Fig. 1(b)는 spincoating

법을 이용하여 반응성 액정 단량체-광배향 혼합물

과정이다. 광배향제(Nissan Chemical Co., Japan,

층의 표면 고정 에너지를 개선하고 IPS 액정 셀의

RN-1322)에

응답시간을 향상 시켰다. 제안 된 Two-Band UV

photo-initiator(Ciba, Darocur TPO)의 각 각 혼합

노출 기법은 1차 UV 조사 시에 340nm 이상의 장파

비율은 0.05:4.2wt% 이다. 우리는 혼합액을 80°C

장 밴드를 이용하여 광배향층 내에 혼합된 반응성

를 유지

혼합된

RM(Merck,

Germany)과

액정 단량체의 고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2차 UV
조사 시에 254nm의 단파장 밴드를 이용하여 광배향
층 표면의 order parameter를 형성 시켜 표면 고정
에너지를 개선 시켰다. 제안 된 광배향 기법을 이용
한 IPS 액정 셀을 제작하고 응답시간을 측정하여 성
능을 증명 하였다.

II. 본 론
우리는 Rapini-Papoular 모델 표면 운동방정식의
모델의 한정된 값을 갖는 경우, 구동 셀의 상승시간
및 하강시간의 합산에 의해 정의 된 응답시간으로
표면고정에너지가 응답시간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15].




  

∆   

Figure 1. Fabrication process of the double UV
exposure method with a separated bandwidth to
achieve strong anchoring energy of the
photo-alignment layer.

1 시간 교반 하였으며, RM 의 반응 파장대역은 광
배향제의 파장대역과 분리 시키기 위해 340nm 이상
파장대역 에서 반응하도록 설계하였다. 그 후 혼합






   




   

액을 1100rpm 에서 15s 그리고 4000rpm 에서 45s
spin-coating 하였고 80°C에서 5min 간 pre-bake
그리고 230°C 에서 20min 간 hard bake 하였다.

이 방정식 에서  는 rotational viscosity 이고,

  는 twist elastic constant,

∆



는 electric

RM 의 화학적 반응을 유도 하기위해 우리는 UV
long pass filter 를 사용하여 340nm 이상의

장을

field energy density 그리고 ∆ 는 액정 dielectric

가지는 UV 를 80s 간 15mW/cm2 의 intensity 로

anisotropy 이며, 마지막으로 d 는 cell gap 이다. 식

조 사하였으며(Fig. 1(c)), 그 후 광배향막의 배향을

(1) 에서, 응답시간이 W 에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

유도하기 위해 UV long pass filter 를 제거한 후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강한 표면고정에너지가 고속

240nm 부터 400nm 파장 대역까지의 UV를 조사하

액정디스플레이 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

였다. 우리는 제조공정에 파장대역 분리법을 사용하

리는 광배향막의 표면 고정에너지를 개선하기 위해

여, 화학적 중첩반응을 피해 강한 표면고정에너지를

광배향제에 Reactive mesogen(RM)을 혼합하였다.

얻었다. 그 이후에, 두 기판은 3.2  m 의 cell gap

그러나 이때 RM 과 광배향제가 동시에 UV 노광으

을 가지게 합착하였고. 최종적으로, 액정을 주입하였

로 인해 화학구조가 변경되므로 RM 의 광중합 및

다.(Merck, Germany, MLC-7037)( ∆ = 5, ∆

광배향제의 배향과정의 중첩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 0.1144, K11 = 12.3 pN, K22 = 6 pN, and
K33 = 13.25 pN) (Fig. 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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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되어있는 RM 이 표면 에너지를 증가시켰기 때문이
다.

Fig 2.는 일반적인 광배향 기법을 이용한 광배향층
과 제안 된 광배향 기법을 이용한 RM-광배향 혼합
물 층의 표면고정에너지를 측정한 결과이다. 표면고
정에너지 (A)는 torque balance method 로 측정되
며 이때 twisted nematic(TN) 액정 셀을 이용하여
측정한다[17].



  ×    ×




× sin ∆

      ∆






이때  는 angle between two alignment angles 이
며  는 actual twist angle 그리고 p 는 액정의
pitch 이다. 본 실험에서는  를 30° 로 설정하였고
p 를 12  m 로 설정 하였다. Fig 2. 에있는 3 가지
곡선은 각 각 cell gap 을 2.7  m, 3.2  m, 3.7  m 로
설정하고 표면고정에너지를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Figure 3. The measured optical response time
of the IPS LC mode: the pure photo-sensitive
polymer
materials
and
the
proposed
photo-sensitive polymer with embedded RMs

결과를 고시한 것이다.
Fig. 3.는 P-PI 와 E-PI 의 IPS mode LC cell 의
응답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P-PI 의 경우
69.34 ms 의 상승시간 17.14ms 의 하강시간을 나
타내었으며 총 응답시간은 86.48ms 이다. 이때 최
대 투과율 전압은 13V 이다. E-PI 의 경우 45.89
ms 의 상승시간 10.71ms 의 하강시간을 나타내었
으며 총 응답시간은 56.60ms 이다. 이때 최대 투과
율 전압은 16.5V 이다.

IV. 결 론
결론적으로, 제안 된 광배향 기법을 이용한 RM-광
Figure 2. Comparison of
anchoring energy. the
polymer
materials
photo-sensitive polymer

the measured azimuthal
pure photo-sensitive
and
the
proposed
with embedded RMs.

배향 혼합물의 응답시간은 기존 광배향 기법에 대비
하여 약 22.3% 개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 된 Two-Band UV 노출 기
법은 다양한 액정 모드에서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

Fig. 2 에서 우리는 pure photo-sensitive PI
layer(P-PI) 와 제안된 photosensitive PI with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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