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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콜레스테릭 액정 은 그 특유(cholesteric liquid crystal, CLC)
의 나선형 구조로 인하여 원편광에 대한 선택적 반사 등 매

우 흥미로운 광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1-3] 현재 광의 선택

적 반사 및 반사된 광의 재활용에 기초한 휘도 향상 기술을

통해 소비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 중

에 있으며 그 중 특히 원편광의 반사 및 재활용에 기반을,
둔 편광판 컬러 필터 개발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CLC , CLC
발히 보고되고 있다.[4-8] 컬러 필터는 액정표시장치의 색 구현

을 위한 필수적인 소자이다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컬러필터는 광의 흡수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액정표

시장치에서 전체적 광 효율 저하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이에 반해 컬러 필터는 광의 반사를 기초로 색을. CLC
구현할 수 있어 차세대 컬러 필터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구조에 대한 수치적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평면구조CLC
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에 적용이 가능한 의Berreman

행렬법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4×4 .[4,5,9,10] 최근 들어

컬러 필터의 시야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구형 구CLC
조 등 새로운 비 평면 구조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6] 이에 대한 모델링 및 특성분석에 의 행렬Berreman 4×4
법을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 평면 구조를 다수의 평면

영역으로 분할하여 각 영역에 대한 시야각 특성을 개별적으

로 시뮬레이션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통합하는 번거로운 과정

을 거쳐야 한다 만일입사광이 평행광이 아닌 일반적인. LCD
디스플레이의 로부터 발생한 임의의 배광분포를 갖고BLU
있는 광이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어 실제적으로 Berre-

의 행렬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man 4×4
다 본 논문에서는 의 행렬법을 이용한 맥스웰. Berreman 4×4
방정식 해법입사각도별 컬러 필터의 반사 스펙트럼 계( CLC
산과 광선추적방법에 기반을 둔 상용 조명설계 소프트웨어)
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평면 및 비 평면 컬러 필터 구CLC
조의 광학적 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컬. CLC
러 필터의 입사각도별 반사 스펙트럼을 상용 조명설계 소프

트웨어의 사용자 정의 코팅 파라미터에 입력하여 비교적 간

단한 방법으로 평면 구조를 갖는 투과형 컬러 필터와CLC
비평면 구조를 갖는 반사형 컬러 필터에 대한 시뮬레이CLC
션을 수행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의. 2 Berreman 4×4

행렬법을 이용한 입사각도별 액정 컬러 필터의 반사 스CLC
펙트럼 계산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장에서는 이 결과를 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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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조명설계 소프트웨어인 LightTools(Optical Research Asso-
의 사용자 정의 코팅 파라미터로 입력하여 수행한 평ciates)

면 및 비 평면 구조를 갖는 컬러 필터에 대한 시뮬레이CLC
션 결과시야각에 따른 색변화에 대해 논하였다 사용자 정( ) .
의 코팅 파라미터로 제한된 수의 특정 입사각에 대한 코팅

특성만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 조명 설계 소프트웨어

인 는 입력되지 않은 각도에 대한 특성을 보간법LightTools
을 통해 자동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되도록 세(interpolation) .

밀한 입사각도 간격으로 코팅 특성을 입력하면 보간법에 의

한 오차를 줄일 수 있겠지만 시뮬레이션 용량과 계산 시간,
을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된다 장에서는 입사각도 간격을 어. 3
는 정도까지 세밀하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

았다 마지막으로 장에서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4
결론을 맺도록 하겠다.

II. CLC 컬러 필터 반사 스펙트럼 계산

컬러 필터의 반사 스펙트럼 계산을 위해 의CLC Berreman
행렬법4×4 [9,10]

을 사용하였다 의 행렬법은 맥. Berreman 4×4
스웰방정식으로부터유도된것으로임의의입사각에대한다

층박막의 투과 및 반사 스펙트럼 계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의 행렬법에서 균질 매질Berreman 4×4 (homogeneous medium)

은 전파행렬 이라 불리우는 행렬로(propagation matrix) 4×4
표현되며 매질의 유전상수 텐서에 의해 그 값이 결정된다, .

는 전체적으로 볼 때 비균질 매질이나 네마틱 액정 방향CLC
자의 변화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얇게 이를 다층으

로 분해하면 각 층은 광학적으로 단축 결정(uniaxial crystal)
과 동일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 의 행렬법에. Berreman 4×4
서 다층박막에 대한 전파행렬은 각 박막 층에 대한 전파행렬

의 곱으로 표현되므로 의 경우 균질 매질로 근사된 각, CLC
박막 층에 대한 국소 전파행렬을 모두 곱하여 전체에CLC

대한 전파행렬을 구할 수 있다 전체 전파행렬이 얻어지면. ,
입사면과 반사면에서의 경계조건 적용을 통해 투과 및 반사

스펙트럼을 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 에 정. [10]
리되어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컬러 필터의 반사 스펙트CLC
럼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투과형 컬러 필터와 반사형 컬러CLC CLC

필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컬러 필터의 반. CLC
사 스펙트럼 계산을 위해 사의 에 대한 굴Merck RMS03-001
절률 데이터정상 굴절률 이상 굴절률 를 사용( : 1.529, : 1.684)
하였다.[6] 투과형 컬러 필터에 대해서는 입사각도가CLC 0
도일 때 반사중심 파장이 인 경우에 대한640 nm(RED_CLC)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 때 반사 스펙트럼의 반사중심. ,
파장이 가 되도록 의 피치 를 로 결640 nm CLC (pitch) 398 nm
정 하였으며 필름의 두께는 로 하였다 그림, CLC 3000 nm . 1
은 입사각도 도 도 도 도 도에 대해 반사 스펙0 , 10 , 20 , 30 , 40
트럼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입사광은 유리기판굴. (
절률 에서 그 위에 코팅된 컬러 필터 쪽을 향하는1.5) CLC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입사각도별 공기 중으로의 투과각도.
는 각각 도 도 도 도 도이다 입사각도가0 , 15.1 , 30.9 , 48.6 , 74.6 .
도일 때 반사 밴드의 중심 파장이 이며 입사각도가0 , 640 nm ,
증가함에 따라 반사밴드의 중심 파장이 단파장 쪽으로 이동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사형 컬러 필터에 대해서는. CLC
입사각도가 도일 때 반사중심 파장이0 640 nm(RED CLC),

인 경우에 대해530 nm(GREEN CLC), 470 nm(BLUE CLC)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 때. , RED, GREEN, BLUE CLC
에 대한 각각의 피치는 이었으며398 nm, 320 nm, 292 nm ,
이 경우에도 필름의 두께는 로 하였다 반사형CLC 3000 nm .

컬러 필터의 경우 입사광은 공기굴절률 중에서CLC ( 1.0)
컬러 필터 쪽을 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CLC .

III. 시뮬레이션 결과 및 논의

3.1. 평면 구조를 갖고 있는 투과형 CLC 컬러 필터

앞 장에서 계산한 컬러 필터의 입사각도별 반사 스펙CLC
트럼을 조명설계 소프트웨어인 의 사용자 정의 코LightTools
팅 파라미터로 입력하여 평면 구조를 갖고 있는 투과형 CLC
컬러 필터의 광학적 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는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레이아웃 및 광원의 분광2
세기 분포 를 보여주고 있다 광원(spectral power distribution) .
의 크기는 로 하였고 유리기판의70 mm × 70 mm × 4 mm ,
크기는 로 하였다 광원의 분광70 mm × 70 mm × 25 mm .
세기 분포는 사의 백색 모델인 의 데Cree LED Xlamp XR-E
이터를 적용하였고,[11] 각도별 배광 형태는 균등분포(uniform

로 가정하였다 유리기판의 상부에는 코팅distribution) . CLC
에 대한 분광 반사 특성이 사용자 정의 코팅 파라미터를 통

해 적용되었다 그림 은 유리기판의 상부에 적용된 사용자. 3
정의 코팅 특성사용자 정의 코팅 특성 파일 에( : RED_CLC)
내장된 입사각도별 반사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반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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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행렬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평면 구조1. Berreman 4×4
컬러 필터의 반사 스펙트럼정상 굴절률 이CLC ( : 1.529,

상 굴절률 피치 필름 두께 입: 1.684, : 398 nm, : 3000 nm,
사 매질 굴절률 투과 매질 굴절률: 1.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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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럼은 도 도 사이의 도 간격 입사각도에 대해 파0 - 40 10
장 영역에서 간격으로 입력하였다400 nm - 750 nm 5 nm .
투과광의 시야각에 따른 색좌표 변화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림 는 에서 시뮬레이션 된 시야4(a) LightTools
각에 따른 색좌표  및  값의 변화에 대한 결과를 보여 주

고 있다 시야각 도 근처에서 색좌표. 50  값이 최소를 보이

고 있는데 이는 시야각 도입사각 약 도 근처에서, 50 ( 30 ) CLC
컬러 필터의 반사밴드 중심 파장이 약 에 해당되어550 nm
일어나는 현상이다 시야각이 도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50
반사밴드 중심 파장이 단파장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여 색좌

표  값,  값이 모두 증가하게 된다.
본 시뮬레이션의 경우와 같이 평면에 코팅된 컬러 필CLC

터의경우에는앞서소개한 행렬법을이용하여계산Berreman
한 반사 스펙트럼과 광원의 분광 세기 분포를 사용하여 투과

광에 대한 시야각에 따른 색좌표 변화를 곧바로 계산할 수 있

다 그림 는 행렬법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4(b) Berreman 보

여주고있다 두결과가비슷한경향을보이고있으나 세부적으. ,
로비교해보았을때미세한차이가존재함을알수있다 그림.

에 두 결과 사이의 색차5 ∆   
를 도시하였다 여기서. (,  은 시뮬레이션을) LightTools
통해 얻은 색좌표이며, ( ,  는 방법을 통해 계) Berreman
산한 색좌표이다 시야각 도 도 도 도 근처에서. 15 , 30 , 50 , 70
색차가 작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각도들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코팅 특성파일 에 내장된 반사 스펙RED_CLC
트럼의 입사각 도 도 도 도 도에 대한 공기 중(0 , 10 , 20 , 30 , 40 )
으로의 투과각도와 일치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Light-

에서는 코팅 특성파일에 입력되지 않은 입사각도에 대Tools
한 반사스펙트럼을 보간법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
에 의해 두 결과 사이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결과 사이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입사각 증분을 도 간5

격으로 재조정하여 코팅 특성파일 그림 참RED_CLC_5( 6

(a) Simulation Layout (b) Source Spectrum

그림 평면 구조를 갖고 있는 투과형 컬러 필터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시뮬레이션 레이아웃 광원의 스펙트럼2. (a) CLC , (b) .

그림 코팅 특성파일 에 내장된 입사각도별 반사 스펙트럼3. RED_C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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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작성하고 이를 유리기판 상면의 코팅 특성으로 재입력

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재 수행한 결과는 그림.
와 같으며 이 때 방법에 의한 결과와의 색차7(a) , Berreman

∆는 그림 와 같다 도 이하 모든 시야각에서 색차7(b) . 70
∆가 이하를 보여 매우 우수한 일치도를 나타내고0.005
있다 일반적으로. ∆가 이하일 때 색의 차이가0.005-0.02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입사각 증분을 도 간격5
이하로 좀 더 세밀하게 입력하면 색차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시뮬레이션 용량과, 시간을 크게 할

뿐 시뮬레이션 결과 향상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것

으로 사료된다.

3.2. 반구형 패턴을 갖고 있는 반사형 CLC 컬러 필터

현재 컬러 필터의 시야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CLC
로운 구조의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컬. , CLC

(a) LightTools (b) Berreman

그림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 계산한 시야각에 따른 색좌표 변화4. (a) LightTools , (b) Berreman .

그림 입사각 증분을 도 간격으로 재조정하여 코팅 특성파일 에 내장된 입사각도별 스펙트럼6. 5 RED_CLC_5 .

그림 시뮬레이션과 방법의 계산한 결과5. LightTools Berreman
사이의 색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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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필터의 시야각에 따른 색 좌표 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

안 중 한 가지로 반구형 패턴이 형성된 반사형 컬러 필CLC
터가 제안되었다.[6] 본 절에서는 이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에 대해 서술하도록 한다 그림 은 시뮬레이션에. 8
사용한 컬러 필터의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CLC .

는 반구형 패턴이 없는 평면8(a) 컬러 필터를 보여주고CLC
있으며 그림 는 지름 높이 형상의 반구, 8(b) 50 m, 10 mμ μ
형 패턴이 간격으로 배열된 컬러 필터를 보여준20 m CLCμ
다 그림 의 형상은 참고문헌 에 실험적으로 보고된. 8(b) [6]
반구형 패턴을 갖는 컬러 필터의 형상과 동일하다CLC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입사각도 도에서 반사 중심 파장이0

640 nm(RED CLC), 530 nm(GREEN CLC), 470 nm(BLUE
인 컬러 필터에 대한 반사 스펙트럼을 계산하여CLC) CLC

의 사용자 정의 코팅 파라미터로 입력하였다 반LightTools .
사 스펙트럼은 도 간격의 입사각도 도 도에 대해5 (0 - 50 ) 파

장 영역에서 간격으로 입력하였다 광400 nm - 750 nm 5 nm .
원의 분광 세기 분포로는 사의 백색 모델인Cree LED Xlamp

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각도별 배광 형태는 실제XR-E , CLC
컬러 필터의 관찰 상황과 유사한 도 이내의 발산각을 갖±10
는 균등 분포로 가정하였으며 반사광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는 반구형 패턴 유무에 따른 색 좌표 변화에 대한9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의 왼쪽 그래프. 9(a)
는 반구형 패턴이 없는 평면형 컬러 필터에 대한RED CLC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야각이 도 이상 증가. 30
하게 되면 급격하게 색좌표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시야각이.
도에서 도로 증가함에 따라 색좌표0 50 는 에서0.583 0.412
로 ∆ 감소하였고 색좌표= 0.171 , 는 에서 로0.362 0.502
∆ 증가하였다 그림 의 오른쪽 그래프에 도시= 0.140 . 9(a)
된 것과 같이 반구형 패턴을 갖고 있는 컬러 필터RED CLC
의 경우 시야각 도까지도 거의 색좌표 변화가 없음을 알50
수 있는데 시야각 도까지의 색좌표, 50  및 의 최대 변화

값의 절대값은 각각 ∆max = 0.027, ∆max 이었다= 0.031 .
컬러 필터그림 와 컬러 필터GREEN CLC ( 9(b)) BLUE CLC

그림 의 경우에도 반구형 패턴이 없는 평면형의 경우( 9(c))
시야각이 도 이상 증가하게 되면 급격한 색좌표 변화가 일30
어나며 반구형 패턴을 갖고 있는 비 평면형의 경우 시야각,
도까지도 거의 색좌표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50 .

결과는 참고문헌 에 보고된 실험적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6]
이다.

(a) LightTools (b) Color Difference

그림 코팅 특성파일 를 사용하여 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방법에 의한 결과와의 색차7. (a) RED_CLC_5 , (b) Berreman ∆.

(a) (b)

그림 반사형 컬러 필터에 사용된 시뮬레이션 레이아웃 반구형 패턴이 없는 경우 반구형 패턴이 있는 경우8. CLC .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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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광선추적방법에 기반을 둔 상용 조명설계

소프트웨어인 의 사용자 정의 코팅 기능을 활용하LightTools
여 컬러 필터의 시야각에 따른 색좌표 변화에 대한 시CLC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의 행렬법을 이용하여. Berreman 4×4

계산한 입사각도별 컬러 필터의 반사 스펙트럼을CLC Light-
의 사용자 정의 코팅 파라미터로 사용하였다 평면 구Tools .

조를 갖고 있는 투과형 컬러 필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CLC
수행하여 반사 스펙트럼의 입사각 증분을 도 간격 이하로5
하였을 경우 를 사용하여 시야각에 따른 색변화를LightTools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알아내었다 비 평면 구조인 반구.

(a)

(b)

(c)

그림 반사 중심 파장 반사 중심 파장 반사 중심 파장 에9. (a) RED CLC( : 640 nm), (b) GREEN CLC( : 530 nm), (c) BLUE CLC( : 470 nm)
대한 시야각에 따른 색좌표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왼쪽 그래프들은 반구형 패턴이 없는 평면 구조에 대한 결과이며 오른쪽 그. ,
래프들은 반구형 패턴을 갖고 있는 비평면 구조에 대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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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패턴을 갖고 있는 반사형 컬러 필터에 대한 시뮬레CLC
이션을 수행하여 실험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은 평면형 이외의.
다양한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새로운 형태의 컬러필터CLC
설계 및 기하학적 구조 파라미터 최적화에 유용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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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of Cholesteric Liquid Crystal Color Filter by Using User-defined Coating Property of
an Illumination Design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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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performed modeling and simulations of optical characteristics for a cholesteric liquid crystal (CLC) color filter.
Berreman’s 4×4 matrix method was used for the calculation of reflectance spectra of the CLC color filter with respect to the
incident angle. The results were employed as input parameters for a user-defined coating property of an illumination design
software based on the ray-tracing method, LightTools. Color shift characteristics of a planar transmission-type CLC color filter
were simulated using LightTools.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btained with Berreman’s 4×4 matrix method. It
was found that color shift characteristics of the CLC color filter could be simulated to a reasonable accuracy when the reflectance
spectra with less than 5 degrees of incremental incidence-angle were used as the input data for the user-defined coating property
of LightTools. We have simulated color shift characteristics of a reflection-type CLC color filter having hemi-spherical patterns.
The simulation method reported in this paper has been found to be also used for a non-planar CLC color filter structure.

OCIS codes: (120.2440) Filters; (220.2740) Geometrical optics, optical design; (310.6860) Thin films, optical properties;
(330.1690)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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