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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이 산업에서 박막 액정 소자(Flat-panel Device)의 시장 유율은  성장되어 왔다. 최근 액

정 디스 이( Liquid Crystal display)는 소형 모바일 기기부터 형 TV까지 다양한 사이즈에 응용되

고 있다. 우수한 색 재 성을 보이기 해 IPS(In-Plane Switching)[1], FFS(Fringe Field Switching)[2], 

PVA(Patterned Vertical Alignment)[3], MVA(Multi-domain Vertical Alignment)[4]등의 많은 종류의 액

정 모드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 LCD는 좁은 시야각으로 인하여 측면 시야각에

서의 화상의 질이 떨어지는 약 을 가지고 있다. LCD는 높은 콘트라스트 비와 높은 휘도, 그리고 넓은 

시야각을 필요로 한다. 수직 정렬 액정 셀(Vertical Alignment Liquid Crystal cell)은 훌륭한 콘트라스트 

비를 구 하고, 넓은 시야각과 은 색 분산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각 방향에서 투과율이 비교  작

기 때문에 낮은 휘도를 보이고, 어두운 상태에서의 빛 샘이 상 으로 커서 콘트라스트 비를 떨어뜨린

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A 이트와 C 이트 는 C 이트와 이축성 필름을 사용한 

보상 구조가 제안되었다.

최근에는 높은 투과율을 구 하기 해 원형 편 을 이용한 VA LCD가 개발 되었다. 하지만 원형 

편 을 이용한 VA LCD는 각 방향에서 한 보상 필름이 없으면 매우 낮은 콘트라스트 비를 보

이는 단 이 있다. 최근에 모바일(Mobile) 기기에 사용되는 LCD는 야외에서도 우수한 화상 질을 구 해

야하기 때문에 높은 콘트라스트 비와 넓은 시야각은 필수요소이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원형 

편 을 사용하는 반사형, 투과형 VA 셀에 합한 학 보상 설계를 연구해 보았다.

그림 1은 원형 편 을 이용한 반사형과 투과형 기존 구조와 제안구조를 나타내었다. (a)는 λ/2 이축

성 필름과 λ/4 A 이트, 그리고 λ/4 VA LC를 사용한 기존 반사형 구조를, (b)는 λ/2 이축성 필름과 

λ/4 A 이트, 그리고 λ/2 VA LC를 사용한 기존 투과형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c)와 (d)는 각 기존 

구조에 한 장 는 두 장의 C 이트를 추가하여 상차를 제거하여 콘트라스트 비를 높이도록 설계

된 제안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림 2는 각 구조의 iso-contrast로 기존 구조에 비하여 측면 시야각의 콘

트라스트 비가 상 으로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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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반사형 기존구조                   (b) 투과형 기존구조

                (c) 반사형 제안구조                   (d) 투과형 제안구조

그림 1. 반사형, 투과형의 기존과 제안 구조

  (a) 기존 반사형          (b) 기존 투과형          (c) 기존 반사형          (d) 기존 투과형

그림 2. iso-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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