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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이상의 광학이방성 막이 중첩된 복합막의 편광특성을 분석하였다. 투과형 타원법에서 사용되는 타원상수의 표현을 이용

하여 복합 위상지연막의 유효 광축과 등가 리타데이션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막 평면 방향으로 광축은 나란하지만 위상

지연의 정도가 균일하지 않은 불균일 위상지연판의 등가 리타데이션 및 유효 광축 방향을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을 유도하였다. 
또한 두개의 광학 이방성막이 광축이 나란하지 않게 중첩되어 있는 복합막의 등가 리타데이션 및 유효 광축 표현을 제시하고 

입사광이 직선편광일 때 방위각 의존성 검토를 통해 이들을 실제로 적용할 때 마주치는 한계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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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ization characteristics of a composite film composed of two optically anisotropic films are analyzed. The procedure to 
determine the effective optics axis and the equivalent retardation of the composite film is suggested in conjuction with the related 
ellipsometric expressions. The explicit expressions of the effective optic axis and the equivalent retardation of a non-uniform 
anisotropic film are derived when all optic axes are parallel. Those expressions of the composite film where optic axes of two 
constituting anisotropic films are not parallel are also derived. Dependence of those expressions on the polarization state of the 
incident light or the azimuth angle of the linearly polarized light and their limit when applied to practical use are discussed.

Keywords: Equivalent retardation, Effective optic axis, Optical anisotropy, Transmission ellipsometry, Composite anisotropic film
OCIS codes: (160.4760) Optical properties; (260.2130) Ellipsometry and polarimetry; (240.0240) Optics at surfaces

I. 서 론

꾸준한 연구개발의 결과 빠른 반응시간의 구현, 넓은 시야

각의 확보, 자연색에 가까운 색조의 구현, 높은 명암비의 실

현 등 여러 측면에서 성능과 화질이 현격하게 개선된 

LCD(Liquid Crystal Display)는 액정셀을 가운데에 두고 양

쪽으로 편광판의 투과축이 수직으로 배치되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1-3] 편광판과 액정셀의 사이에는 전기장 인가를 

위한 TFT(Thin Film Transistor) 패턴 또는 RGB(Red, Green 
and Blue)의 색 구현을 위한 CF(Color Filter) 패턴이 있으며 

각 패턴 위에는 PI(Polyimide)를 코팅하고 러빙(rubbing)하여 

PI와 접촉하는 액정이 일정한 방향으로 고정되도록(anchoring) 

한다.[1-2] 러빙의 방향과 러빙의 세기는 경계면에서 액정이 

정렬하는 방향과 액정이 고정되는 정도를 결정하는 주된 요

인이 되기 때문에 러빙공정 단계에서의 불량은 화질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러빙공정 도중에 러빙의 정도를 실시

간으로 측정 분석하는 방법으로 러빙에 의한 PI의 광학이방

성을 측정,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광학적인 방법으로 PEM
(Piezo-Electric Modulator)에 기반한 광위상변조 방법이나 편

광법 또는 반사율이방성분광법(Reflection Anisotropy Spectros-
copy, RAS)에 기반한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4-10] 러빙된 

PI에 의한 광학이방성이 리타데이션 값으로 표현할 때 0.3 
nm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생산현장에서 요구하는 러빙방

향의 측정 정밀도와 빠른 측정 및 분석속도를 만족시키지 못

하고 있다.[5-10] 특히 유리기판 또는 패턴에 의한 광학이방성

의 정도가 러빙된 PI에 의한 광학이방성과 비교하여 무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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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 두 광학이방성이 겹쳐져 유효광축의 방향과 등

가 리타데이션값이 매우 크게 변한다.[11] 따라서 두개의 광학

이방성 시료가 중첩될 때 유효광축 및 등가 리타데이션에 대

한 정확한 해석은 러빙의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는데 필수적

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개 이상의 광학이방성 시료가 중첩될 경

우 각각에 의한 광학이방성이 등가 리타데이션과 유효 광축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두 광학이방성 시료의 

광축이 나란하지 않을 경우의 등가 리타데이션 및 유효 광축 

표현을 유도하고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II. 본 론

2.1. 투과형 타원법을 사용한 광축과 리타데이션 결정 

타원계(ellipsometer) 중에서 기본적인 구조인 편광자-보정

기-시료-검광자의 구조를 가지는 PCSA 타원계를 투과형으

로 사용하고 회전검광자 방식으로 구동시킬 때 측정되는 빛

의 세기를 회전검광자의 방위각 A의 함수로 나타내면 

                       (1-1)

와 같다. 여기에서 보정기인 위상지연판의 광축과 광학이방

성 시료의 방위각은 0으로 일치시켰다. 식 (1-1)에서 푸리에 

계수  ,   는  


 와 같이 정의되는 타원상수 

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10] 여기서 와 는 

각각 느린축과 빠른축의 투과계수를 가리킨다.

 


                                (1-2)

 


                          (1-3)

여기에서 P는 편광자의 방위각으로 대개 45로 고정하며, 
는 위상지연판의 위상지연각으로써 4분파장 위상지연판을 

사용한다면 90가 된다. 위식으로부터 타원상수들의 표현을 

아래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1-4)

  
                           (1-5)

시료의 광학이방성이 작을 경우에는 와   모두 절대값이 1
보다 매우 작은 값을 가지는데 4분파장 위상지연판을 사용

할 경우 식 (1-5)는

≈                                           (1-6)

와 같이 간단한 표현이 된다.
위상판 시료의 위상지연 특성은 빠른축의 굴절률과 느린축

의 굴절률의 차이인 에 시료의 두께 d를 곱한 고유 리타

데이션(intrinsic retardation)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1-7)

일반적으로 리타데이션은 투과형 타원법에서 정의되는 타원

상수 로써 


                                         (1-8)

와 같이 표현되므로
[10] 타원상수 로부터 리타데이션을 바

로 얻을 수 있다. 한편 광축방향 즉 시료의 방위각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할 수 있다. 
시료를 임의의 각도 에 위치시키고 측정되는 빛의 세기

를 아래 식 (1-9)와 같이 회전검광자의 방위각 A의 함수로 

나타낼 때 그 푸리에계수인  를 사용하여 식 (1-5) 및 

식 (1-8)에 따라 겉보기 리타데이션(apparent retardation)을 

구한다. 

                  (1-9)

한편 측정되는 빛의 세기를 의 함수로 나타낼 때의 

푸리에 계수들을  라 하면 식 (1-9)는 식 (1-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0)

 는 시료의 방위각 의 삼각함수 형태로 변한다. 
이에 반해    각각은 시료의 고유 리타데이션과 시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만 는 시료의 고유 리타데이

션 만에 의해 결정된다. 즉 는 시료의 위치 또는 

각도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가진다. 시료의 방위각에 따

라 달라지는 겉보기 리타데이션은 고유 리타데이션이 수 nm 
이하로 매우 작은 광학이방성 시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1-11)

여기에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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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식 (1-11)으로부터 

   

                                      (1-13)

가 될 때 겉보기 리타데이션이 최대가 됨을 알 수 있고 그 

최대값은 고유 리타데이션과 같다. 결론적으로 광축방향과 

고유 리타데이션을 측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시료를 회전시키며 측정한  로부터 구한 겉

보기 리타데이션이 최대가 되는 시료의 각도 로부터 광축

의 방향을 식 (1-13)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최대 겉보기 리타

데이션으로부터 시료의 고유 리타데이션을 식 (1-14)와 같이 

얻게 된다.

 
                               (1-14)

2.2. 광축은 나란하지만 균일하지 않은 광학이방성 막의 

등가 리타데이션 및 유효광축

두개 이상이 광학이방성 매질이 섞여 있을 때 이들에 의한 

유효 광학이방성을 다음과 같이 빛의 편광상태 변화를 표현

하는 존스행렬을 사용하여 나타내어 보자. 빠른축과 느린축

의 투과계수의 비가 각각 ,  이고 위상지연각이 각각 , 
인 균일한 두개의 광학이방성 막을 연속하여 통과시킬 때 

일어나는 빛의 편광상태 변화와 동등한 편광작용을 하는 등

가 광학이방성 단일막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즉 유효 광

학이방성 막을 빠른축과 느린축의 투과계수의 크기비 , 
위상지연의 차이 로 표현한다. 이들에 의한 빛의 변광상

태 변화는 두 광학이방성 막의 광축이 서로 나란할 경우 존

스행렬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2-1)

여기서 는 빠른축과 느린축이 각각 기저 직선편

광이 되는 좌표축에서 정의된 유효 타원상수를 나타낸다. 식 

(2-1)을 요약하면 빠른축과 느린축의 투과계수의 비가 각각 

, 이고 위상지연각이 각각 , 인 균일한 두개의 광학이

방성 막들을 투과계수의 비가    , 위상지연각이 

   인 하나의 균일한 광학이방성 막으로 대치할 수 

있고 그 유효 타원상수들은 다음과 같다.

                                        (2-2)

                                       (2-3)

시료 평면상에서 위치에 따라 광학이방성이 달라지는 경우 

또는 광학이방성이 균일하지 않은 시료의 경우 유효 광학이

방성은 이 시료를 N 개의 미소부분의 합으로 취급한다. 각 

미소부분의 면적이 충분히 작아지도록 미소부분의 갯수를 

충분히 증가시키면 각 미소부분내의 광학이방성은 균일하다

고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광학이방성이 균일하지 않은 

시료의 편광작용을 균일한 각 미소부분에 의한 광학이방성

의 합에 의한 편광작용으로 대치시킬 수 있다. 

 




 
 

 
                                    (2-4)

여기에서 는 k번째 미소부분에 의한 빠른축과 느린축의 투

과계수의 비이며 는 k번째 미소부분에 의한 위상지연을 가

리킨다. 러빙된 PI가 있는 LCD 유리기층과 같이 이방성의 

정도가 매우 작고 투명한 시료의 경우 각 미소부분의 빠른축

과 느린축의 투과계수의 비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 )
으로 근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시료의 이웃하는 미소부분간 

위상지연각의 차이가 일정하다면 이 차이를 아래식과 같이 

로 나타낼 수 있다.

   ≡

                             (2-5)

이 때 식 (2-4)의 우측항에서 행렬의 첫 번째 항인 







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유도된다.







  

  








 
 

  



                      (2-6)

이같이 균일하지 않은 시료위에 균일한 광학이방성 시료를 

광축을 나란하게 하여 접합한 복합시료에 의한 빛의 편광상

태 변화를 표현하는 존스행렬은 

   
 

 









 
 

 




                        (2-7)

와 같이 쓸 수 있는데 식 (2-1)과 식 (2-6)을 이용하면 이 존

스행렬식으로부터 복합시료의 유효 타원상수 표현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각각 균일한 광학이방성 시료의 

빠른축과 느린축의 투과계수의 비와 위상지연을 가리키며 

   이다.

   ×








 
 

  



                          (2-8)

                                  (2-9)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광축이 나란할 경우 i) 균일한 두 

광학이방성 막이 접합된 복합시료, ii) 균일하지 않은 광학이

방성 시료, 그리고 iii) 균일하지 않은 시료를 포함한 복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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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 of the effective optic axis   versus the equivalent 
retardation of the composite film. The phase retardation angle of the 
homogeneous film and those of the inhomogeneous film are 
 ,  ,   , respectively. The graphs are 
for the effective relative transmission coefficient   of 1.00003, 
1.0001, 1.0003, and 1.0005 (from left to right), respectively, while 
the average retardation   is varied from  to 0.005.

료 들의 유효 광축과 등가 리타데이션을 각 구성 막들의 광

학이방성 상수들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투과형 타원법 

및 타원상수들을 매개로 사용하여 복합시료의 유효 광축의 

방향과 등가 리타데이션을 구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식 (2-2)와 식 (2-3) 또는 식 (2-8)과 식 (2-9)에 따

라 유효 타원상수들을 구하고 식 (1-2)와 식 (1-3)에 따라 푸

리에계수인 와 를 구한 다음 식 (1-13)과 식 (1-14)에 따

라 광축의 방향과 리타데이션 표현을 유도하면 아래 식 

(2-10)과 식 (2-11)과 같이 된다. 이렇게 구한 광축과 리타데

이션은 각각 복합 시료의 유효 광축, 등가 리타데이션이라 

할 수 있다. 균일하지 않은 광학이방성 막을 균일한 광학이

방성 막에 접합시킨 복합시료의 경우 이 유효 광축과 등가 

리타데이션은  ,  , , , 그리고 에 따라 폭넓은 변화

를 보인다.

  


 









 


   


     (2-10)

≈


 


     

(2-11)

그림 1은 ,  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몇 가지 에 대해 과 의 변화에 따른 광축 방향과 리

타데이션의 변화를 그린 그래프이다. 파장은 550 nm 로 하

였다. 러빙된 PI 박막이 있는 유리기판과 같이  의 크

기가 1.0 보다 매우 작을 때에는 
 

≈이 되어 식 

(2-8)항의 우측항은 으로 근사할 수 있으므로 미소 광학

이방성 부분들에 의한 효과는 가 를 통해 미치는 

효과와 식 (2-9)의 위상지연각이 를 통해 미치는 효과로 

구분된다. 투과계수의 비는 의 값이 1.0 보다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 1.0 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는데   ≡ 

인 경우 가 1.00003, 1.0003, 1.0005 인 각각의 경우에 대

하여 가  로부터  까지 변할 때 광축과 리

타데이션의 변화를 그린 그림 1에서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볼 

수 있다. 가 1.0000 으로 가까이 가면 광축은 90 도 또는 

0 도로 접근한다. 가 1.0000일 때 가  부터 조

금씩 증가하면 광축은 90 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리타데이

션은  의 최대값인 0.005에 해당하는 리타데이션 값

인 0.436 nm 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의 값이 

가 되면 광축은 90 도에서 0 도로 급격히 변하며 리

타데이션은 0 nm가 된다. 가 계속 증가하면 광축은 0 도
를 유지하고 리타데이션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가 

가 되면   이 되고 리타데이션은 0.263 
nm가 된다.  ≠ 이면 리타데이션은 식 (2-9)에 따라 위상

지연각을 합한 값을 사용하여 계산한 값과 같이 된다. 예를 

들어 =, =이면 이 0.001인 경우와 같으

며 그래프에서 ×로 표시한 곳과 같이 리타데이션은 0.087 
nm가 된다. 가 1.0000 보다 커지면 가 부터 조

금씩 증가함에 따라 광축은 90 도 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감

소하기 시작하여 0도 보다 약간 큰 값으로 점근하고 리타데

이션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그 최소값은 0보다 커진다. 
예를 들어 가 1.0005이면 가 증가함에 따라 광축은 

87.12 도 에서 시작하여 완만히 감소하며 리타데이션은 

0.436 nm 으로부터 비교적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0.002) 근방에서 광축은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리타데이션

은 최소값인 0.043 nm가 되는데 이 최소값은 이 커질수

록 증가한다. 가   보다 큰 값으로 계속 증가하면 광

축은 다시 완만하게 감소하여 4.79 도로 점근하고 리타데이

션은 다시 거의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0.263 nm 가 된다. 

2.3. 두 광학이방성 막의 광축이 나란하지 않게 중첩될 

때 복합시료의 리타데이션 및 광축

동일한 평면상에 있지만 두 광축이 나란하지 않게 배열된 

두개의 광학이방성 시료가 겹쳐져 있을 때 이 복합시료의 광

축과 리타데이션에 관하여 알아보자. 광축이 면상에 존재하

는 a-plate의 경우, 광축이 서로 의 각을 이루고 있는 두 

a-plate가 겹쳐진 시료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하나의 a-plate
로 대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한

다. 즉 방위각이 P인 직선 편광을 입사광으로 하여 이 직선

편광이 두개의 광학이방성 시료를 연속적으로 투과할 때 겪

는 편광상태 변화와 동일한 편광작용을 하는 하나의 광학이

방성 시료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방위각이 인 

직선편광이 위상지연각이 인 위상판 시료와 이 시료와 

의 각을 이루고 있고 위상지연각이 인 위상판 시료를 연속

적으로 투과할 때 투과광의 편광상태변화를 존스행렬법을 

사용하여 아래 식(3-1)의 좌측항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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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이러한 편광작용은 타원상수를 사용하면 식 (3-1)의 우

측항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

두개의 이방성 시료와 동일한 편광작용을 하는 위상판 시

료를 위상지연각 와 방위각 로 나타낸다면 이 시료의 편

광작용은 아래 식 (3-2)와 같이 쓸 수 있으므로  를 

  로 표현할 수 있을지의 여부로써 등가 위상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 입사광의 편광상태 

즉 직선편광의 방위각 P와 무관한지 여부도 아울러 검토하고

자 한다.

  
     

   


   
   


  (3-2)

식 (3-1) 또는 식(3-2)의 우측항 행렬곱을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 


           (3-3)

식 (3-2)의 좌측항은

  
     

   



  


(3-4)

와 같이 되므로 식 (3-3)과 식(3-4)의 우측항을 비교하여 다

음과 같은 관계식들을 얻는다.

                                           (3-5)


                                   (3-6)

즉 타원상수 는 와 같으며 타원상수 는 직선편광의 

방위각 P와 위상판의 방위각 에 의해 식 (3-6)과 같이 결정

된다. 한편 식 (3-1)의 좌측항 행렬곱을 계산하면

 
 

    
   

 

   


  
   






(3-7)

와 같으므로 식 (3-3)과 식 (3-7)의 우측항들을 비교하여 다

음과 같은 관계식들을 얻는다.

 


 

 
   



     (3-8)

식 (3-8)의 좌변과 우변의 허수부분 또는 실수부분을 각각 

비교하고 약간의 계산과정을 거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들

을 얻을 수 있다.

 
        

          

(3-9)


 

      (3-10)

마지막으로 식 (3-5)와 식 (3-9)를 비교하여 의 표현을, 
식 (3-6)과 식 (3-10)을 비교하여 의 표현을 다음과 같이 얻

을 수 있다. 

 
        

          

(3-11)


 

      (3-12)

식 (3-11)과 식 (3-12)는 각 위상지연판의 위상지연각과 사

이각인 를 사용하여 등가 위상지연판의 위상지연각과 

방위각인  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식 

(3-11)과 식 (3-12)의 표현들은   뿐만이 아니라 편광자

의 방위각인 P의 함수이기도 하다.  가 편광자의 방위각

의 함수라는 것은 2개 이상의 a-plate를 하나의 a-plate로 대

치할 수 있지만 대치할 a-plate의 유효 방위각과 유효 위상지

연각은 각 a-plate들의 위상각  과 이들의 사이각   만의 

함수가 아니라 입사광의 편광상태에 의해서도 달라짐을 의

미한다. 이는 입사광이 임의의 편광상태에 있을 때 엇비슷하

게 포개진 두개의 a-plate와 동일한 작용을 하는 하나의 

a-plate는 존재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특수한 경우로써 두 a-plate가 이루는 각이 작으면 의 일

차항만을 고려하여 식 (3-11)과 식(3-12)를 아래와 같은 근사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다. 특히    이면 이 식들은 

   , 
   즉   ,   

으로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결과로 환원된다.

   

                 (3-13)

 

             (3-14)

또한   이면 식 (3-11)과 식 (3-12)는 아래식 (3-15)와 

(3-16)과 같이  ,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표

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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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3-16)

만약 입사광이 직선편광이며 그 방위각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식(3-11)과 식(3-12)에 따라 복합판의 유효 위상지연각

과 유효 방위각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   , 이면 식 (3-11)
과 식 (3-12)의 표현에 따라 계산된 값들은  , 
  으로 는 측정오차한계 내에서 와 일치하며 550 
nm의 측정파장에서  에 해당하는 리타데이션인 

45.7 nm 또한 이 복합시료의 리타데이션 측정값인 45.5 nm 
와 오차한계 내에서 서로 일치한다.

한편 광학이방성의 정도가 매우 작을 때 즉  의 크기

가 1.0 보다 매우 작을 때에는 식 (3-11)과 식 (3-12)을 다음

과 같이 근사적인 표현으로 유도할 수 있다. 




          (3-17)

                             (3-18)

III. 결 론 

투과형 타원법에서 사용되는 타원상수 표현들을 이용하여 

두개 이상의 광학이방성 막이 중첩된 복합 위상지연막의 유

효 광축과 등가 리타데이션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막 평면 방향으로 광축이 놓여있고 광축들이 서로 나란할 경

우 불균일한 위상지연판을 포함하는 복합판의 등가 리타데

이션 및 유효 광축 방향을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을 유도하였

다. 위상지연각이 작은 두 광학이방성막이 접합된 복합판을 

구성하는 각각의 변수에 따라 등가 리타데이션 및 유효 광축 

방향이 넓은 영역에 걸치지만 일관성 있게 변하는 것을 전산

모사 계산을 통해 보여주었다. 또한 두개의 광학 이방성 막

의 광축이 동일한 평면상에 있지만 나란하지 않게 중첩되어 

있는 복합막의 등가 리타데이션 및 유효 광축 표현을 제시하

고 두 광축이 이루는 사이각이 작은 경우와 각각의 광학이방

성이 작은 경우 이들의 근사표현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입사광이 직선편광일 때 복

합막의 등가 리타데이션 및 유효 광축 표현이 보여주는 방위

각 의존성을 통해 이 표현들이 가지는 적용상의 한계를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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