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평 스 칭을 이용한 듀얼 모드의 기 학 특성

Electro-optic characteristics of Dual mode using 

In-Plane Switching for dynamic mode

이중하, 김태형, 이성룡, 윤태훈, 김재창

부산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joonghalee@gmail.com

 

대부분의 LCD는 VA, IPS, TN등의 동영상구현에 적합한 다이나믹 모드를 이용하는 LCD이다. 

다이나믹 모드는 영상을 구현함에 있어서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끄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액정 셀

에 전계를 인가하여야만 영상을 표시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메모리 모드는 액정의 쌍안정 특성을 

이용하여 영상이 바뀔 때만 한 번의 전계를 인가하면 된다. 따라서 정지된 화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는 메모리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전력측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것은 필연적 결과이다. 우리는 

메모리 모드뿐만이 아니라 다이나믹 모드를 하나의 픽셀에서 동작시키는 것이 가능한 듀얼모드 

LCD를 제안했다. 이 듀얼모드는 사진이나 액자등의 정지화면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메모리 모드를 

사용하여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으며 동영상 구현시에는 다이나믹 모드로 사용하므로써 기존 LCD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

본 논문에서는 다이나믹 모드는 In-Plane Switching (IPS) 모드를 사용하고, 메모리 모드는 쌍

안정 카이랄 스플레이 네마틱 (BCSN) 모드를 사용하는 듀얼모드를 제안하고 그 전기 광학 특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림1은 IPS-BCSN을 사용하는 듀얼모드의 구동원리를 나타냈다. 그림1의 점선 

테두리는 메모리 모드, 실선 테두리는 다이나믹 모드를 나타낸다. d/p=0.2를 이룰 수 있도록 카이

랄 도펀트가 첨가된 액정의 초기 상태는 스플레이 상태이며 수평전계와 수직전계를 모두 인가할 

수 있는 3전극 구조를 사용한다. 메모리 모드의 동작은, 먼저 수직전계를 인가함에 따라 액정은 초

기 스플레이 상태에서 밴드 상태가 되며 인가된 수직전계를 제거하면 π-트위스트 상태가 되어 쌍

안정 상태로써 메모리 시간을 가진다. π-트위스트 상태에서 다시 스플레이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

해서는 수평전계를 인가한다. 다이나믹 모드의 동작은 초기 스플레이 상태에서 수평전계를 인가하

여 IPS mode 동작을 하며, 수평전계를 제거하여 초기 상태로 돌아가서 gray scale을 구현한다. 

그림 2의 (a)에 다이나믹 모드의 인가 전압에 따른 셀의 밝기와 (b)에 메모리 모드의 3가지 상태를 

나타냈다.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약 10 V 의 수평전압에서 가장 밝은 상태를 나타냈으며, 메모리 

모드에서, 액정을 밴드상태로 만들어 주기위한 전압은 10 V 였으며, π-트위스트 상태에서 초기 스

플레이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수평전압은 20 V 였다. 그러나 서로 수직한 두 편광판과 액정 셀만

으로 이 듀얼모드를 제작하면 밝은 상태에서 약 16%이하의 낮은 투과율을 가진다. 우리는 높은 

명암비를 얻기 위하여 half-wave plate 필름 한 장을 셀의 윗 부분에 삽입한 wideband구조의 광

학설계를 도입하였다. 그림 3. (a)에서, 상용 광학 시뮬레이터인 LCD Master를 이용하여 

wideband구조의 광학 설계에 대하여 다이나믹 모드에서의 전압에 따른 투과율을 계산하였으며 셀

을 제작하여 계산결과와 비슷한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메모리 모드와 다이나믹 모드 

양쪽 모두 100:1 이상의 명암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제작된 셀을 이용하여 응답속도를 측정한 결

과, 그림 3. (b)와 같이, on-time은 18ms, relaxation time은 16ms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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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구동 원리

     그림2. 현미경으로 관찰한 구동특성         그림 3. 보상된 다이나믹 모드의 특성

  (a) dynamic mode,  (b) memory mode           (a) 투과율 특성,  (b) 응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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