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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휴대용 통신단말을 위한 Solution Process를 이용한

고 유전율 Strontium Oxide 배향막의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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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Properties of High-K Strontium Oxide Alignment Layer 
Using Solution Process for Low Power Mobile Informa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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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Solution Process를 용한 Strontium Oxide를 배향막으로 사용한 경우의 액정배향 특성에 해서 연구하 다.  

Stronium Oxide 는 High K 물질로 배향막으로 사용할 경우 임계치 압을 효율 으로 조 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액정분자와의 

배향에 한 상호 계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었다. 0.1～0.4 Mol 롤 농도를 조 한 Strontium Oxide를 Solution 

Process 로 배향막으로서 제조함으로써, 보다 생산성이 좋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재료가 갖는 우수한 특성을 반 한 액정디

스 이의 제조가 가능하 다. 샘  측정결과 1.447～1.613V 의 임계치 압특성을 보여주어 기존의 방법으로 제조된 액정디스

이와 동등 혹은 우월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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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idied liauid crystal alignment treatment using solution process for making thin oxide layer in liquid crystal display.  
It is the one of very effient and popular process in making thin oxide layer in electronical industrial fields. Particularly, this 
process has highly potential value in liquid crystal display industrial fields because it cause automatically induced alignment 
process without tranditional alignment process in liquid crystal alignment process.  We made several different kinds of mol 
density solutions using strontium oxide solution. And those solutions were treated for solidification layers using annealing 
process for 2 hours.  And we stuided pretilt angle properties of these alignment layers of strontium oxide for clarifying the 
relationship of liquid crystal molecules and thin strontium oxide layer.  And we also tested the existence of strontium oxide 
thin layer on substrate using XPS measurement. We expected the hig gain of electro-optical properties in liquid crystal 
display using strontium oxide thin layer because it has high K property material than the other metal-based oxide layers.  
In this results, we measured 1.447 to 1.613 thresholds volts as 0.1 mol to 0.4 mol density in 0.1 mol density steps. This 
is significant better characteristics than conventional liquid crystal display as higher than 1.85 thresholds volts.  And it make 
possible to making next-generation liquid crystal display which present low-power consumption and wide gray scale in liquid 
crystal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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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Solution process는 기존의 산화막을 올리던 방식인 ALD

나 sputter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혹은 진공상태가 필요한 

고비용의 공정과 달리 상압에서 막을 쌓는 방식으로 공정이 

매우 간단하고 비용 감 의 효과를 기 할 수 있어 많은 분

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공정 기법  하나다[1-4]. 특히, 배향

막에 이용되는 Solution process는 특별한 배향처리 없이 자

발  배향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최근 많은 심과 더불어 연

구되어 오고 있다[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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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액정 배향법으로써 러빙공정은 재에도 산업에

서 량 생산 은 비용의 강 을 이용하여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 방법이다[7]. 하지만 물리  에 의한 미세 먼

지의 발생과 정 기  하의 발생은 박막트 지스터(TFT)

의 괴를 야기하고 액정표시장치(LCD) 품질을 하시키는 

단 으로 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물리  방

법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단 을 극복하고자 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 에는 UV 배향연구와 nano 

imprint연구 ion beam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다[8-11]. 이를 해결하기 해 우리는 배향 처리를 하지 

않고, solution process를 통하여 물질의 몰농도 변화에 따른 

배향특성과 기 학  특성을 확인 하 다. 

특히, strontium oxide 막은 Hafnium Oxide 와 Zirconium 

Oxide 등으로 표되는 높은 유 율을 가지는 산화막이다.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PI 배향막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은 

력으로 구동이 가능하게 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어 왔

다[12-14]. 스트론튬 산화막(Strontium Oxide)는 2족의 알칼

리 토 속 족에 속하는 Strontium의 산화물이다. 펜실베니아 

구조물질 연구 에서 처음으로 스트론튬 산화막에 한 

학 특성  유 율 특성(infrared optical and static 

dielectric properties)을 연구한 이후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되어 왔다[15]. 이 연구에 따르면 스트론튬 산화막은 13.1

의 유 율을 갖는 high-K물질로서 앞서 말한 하 늄 옥사이

드막과 지르코늄 옥사이드막 등과 같이 뛰어난 기 학  

특성을 기 하게 한다.

Ⅱ. 실 험

SrO 막은 ITO 래스(삼성 코닝 1737 : standard 32 × 22 

× 1.1 mm
3
, sheet resistance 10 Ω/sqm). 에 solution 

process로 비 되어 진다. ITO 래스 에 SrO막을 코

하기 이 에 acetone과 isopropyl alcohol로 음  세정을 

10분간 각각 진행한다. 이후 deionized water로 10분 더 세정

하고 N2 gas로 건조 시킨다. 2-methoxyethanol 용매 10ml

에 Strontium nitrate(sr(NO3))를 0.1몰에서부터 0.4몰 까지 

0.1몰 단 로 녹인다. 안정제로 mono-ethanolamine(MEA)

와 acetic acid를 사용한다. 70°C에서 4시간 동안 휘젓고 이

후 하루 동안 t상온에서 보  한다. 이러한 스트론튬 산화 용

액은 ITO기  에 3000rpm 30 동안 스핀코 을 통해 올

린다. 남아있는 용매를 날리기 해 선  200°C 10min 동안 

진행하고 400°C에서 2시간 동안 어닐링 한다. 

배향 상태를 보기 하여 편 미경 사진을 촬 하 다. 

TBA 107, Autronic사 장비를 이용하여 Pre-tilt angle을 측

정하 고 cell은 60um의 cell gap으로 제작되었다. 수평 액정

은 (Δn = 0.0946, Δε = 10.7) 상온에서 주입하 다. 

FE-SEM(JEOL-7001F)과 XPS(PHI 5800)를 조사하여 

Strontium Oxide 막의 물리  화학  존재성 여부를 증명 

하 다. FE-SEM은 Schottky type field emission gun을 사

용하 고 50000배율을 사용 하 다.

X-ray source는 Al Ka 를 사용하 고 C1s 약 284.6eV를 

기 으로 보정하 다. 한, FWHM(full-width-at-half- 

maximum)을 1.6 eV 이하로 유지하여 측의 정확성을 보장

하 다. 기 학  특성인 응답속도와 압-투과율 곡선은 

2.5um cell gap을 갖는 cell로 제작되었다.

Ⅲ. 결과 및 고찰

Fig 1. Polarised optical microscopy (POM) of strontium 

Oxide layer. (a) 0.1mol (b) 0.2mol (c) 0.3mol (d) 

0.4mol

스트론튬 산화막이 올려진 ITO/glass substrate는 60um

두께로 만들어져 Pre-tilt와 편  미경 사진을 촬 했다. 

(a)부터 (d)까지는 0.1몰부터 0.4몰까지 0.1몰 간격으로 수행

된 이 실험에서 편  미경 사진을 통해서 스트론튬 산화막

으로 만든 액정 cell의 배향 상태를 알아 볼 수 있다. 왼쪽 

Fig. 1은 편 자의 방향  하나를 액정 주입방향과 일치시켜 

수직으로 된 polarizer를 빛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 검은

색을 띄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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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s of pretilt angle measurements on strontium 

oxide layers. (a) Transmission curves of anti- 

parallel cells using TBA (b) Variance values of 

Pre-tilt angles

 

이를 통해 액정이 한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몰 농도가 높아질수록 액정의 빛샘이 두드

러지게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는 빛의 투과를 

막아 어둡게 나타난 액정샘 을 45도 기울여 빛의 투과도를 

확인 하 다. 수평배향특성을 가지는 액정배향의 경우 45도 

기울인 샘 의 빛의 투과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보이게 된다. 몰농도에 상 없이 빛의 투과가 원활하게 이루

어짐을 확인 할수 있었다. 이는 Strontium Oxide의 액정배향

이 수평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다. 특히, 몰농

도가 낮은 곳에서 한 방향으로 정렬이 잘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며, 몰농도가 높은곳에서는 액정의 빛샘 상이 발견되

어 균일한 막을 형성하지 못함을 유추할수 있다.  Fig. 2에

서는 Pre-tilt 측정은 배향이 이 진 0.1몰에서 0.4몰 까지 

모두 진행하 다. TBA장비롤 통해 얻어진 시뮬 이션 값

과 실제 측정값의 차이를 우선 으로 확인하 다. 몰농도가 

낮은 곳 에서는 시뮬 이션 값과 실제 측정값이 매우 일치 

하여 낮은 에러율을 보이지만 농도가 높아질수록 시뮬 이

션 값과 실제 측정값의 일치도가 낮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몰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액정배향이 균일하게 이루어

지지 않게 되어 pre-tilt 각도를 구하는데 약간의 오차가 생

김을 나타낸다. 

Fig 3. PE-SEM images in various mol density of strontium 

-oxide layers (a) 0.1mol (b) 0.2mol (c) 0.3mol (d) 

0.4mol

오차를 감안하여 한 샘 당 10곳에 해 pre-tilt각도를 측

정하고 평균과 분산값을 내어  Fig. 2b에 나타내었다. 스트론

튬 산화막을 사용한 샘 은 Pre-tilt가 각각 평균 0.139, 

0.275, 0.377, 0.866으로 1도 미만의 매우 낮은 Pre-tilt 각도를 

갖고 배향 됨을 볼 수 있었다. 매우 낮은 각도로 Pre-tilt가 

이 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IPS 모드에서도 사용 가능할 것

을 기 할 수 있다.

Fig. 3은 Strontium Oxide의 몰농도에 따른 표면 

FE-SEM을 보여주었다. 0.1몰의 농도에서 균일한 작은 크기

의 grain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0.2몰과 0.3몰에서 

grain의 크기는  커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산화막의 균

일도가 매우 떨어짐을 확인 할수 있었다. 0.4몰에서 grain이 

뭉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표면이 완 한 평면이 아님

을 볼 수 있다. 이는 박막 형성에 있어서 고르지 못한 막을 

형성한 것으로 0.4몰의 배향특성에 향을 주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Fig. 1에서 보여  배향상태와 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0.2몰 이상의 농도에서 빛샘 상을 확인 할 수 

있었고, 0.4몰에서 빛샘 상이 매우 많음을 확인 하 다. 이

는 Strontium Oxide 막이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균일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Fig 4. XPS Curves of strontium oxide layers (a) O1s 

peak (b) Sr 3d peak 

Fig. 4는 Strontium Oxide 막의 형성에 해 화학 으로 

확인하기 하여 XPS분석을 하 다. 0.1몰 농도에 하여 



저전력 휴대용 통신단말을 위한 Solution Process를 이용한 고 유전율 Strontium Oxide 배향막의 특성 연구

93

진행하 다.  SrO는 면심 입방 구조체로 O-Sr의 결합을 갖

게 된다. V.Young. T.Otagawa에 따르면[16, 17] Strontium 

oxide의 XPS분석에서 산소원자의 binding energy가 커질수

록 formal charge가  어든다. 첫 번째 peak는  O 산소

원자가 –1의 formal charge를 갖는다. 두 번째 peak는 

formal charge가 0에 가까운 -0.5인 산소 원자를 나타내며 

O-Sr의 가장 흔한 결합을 보여주는 O peak를 나타낸다. 

Strontium Oxide막의 임계 압은 Table 1에 러빙한 TN모

드와 함께 비교 하 다. 부분의 몰농도에서 기존의 러빙한 

PI 임계 압을 비교 하 을 때 은 임계 압이 걸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Strontium Oxide 막이 높은 유 율

을 갖기 때문에 액정 cell에 걸리는 임계 압이 더 은 곳에

서 액정이 구동하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Rubbing PI 0.1mol 0.2mol 0.3mol 0.4mol

V90 1.85 1.447 1.769 1.504 1.613

Table 1. Thresholds voltages of alignment layers

Fig 5. Electro-optical characteristics invarious mol density.

Fig. 6(a)는 응답속도의 rising time과 (b)는 falling time을 

나타낸다. Young-Gu Kang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러빙 

PI의 TN모드는 1.818ms의 rising time과 11.793의 falling 

time을 갖는다[18]. Strontium Oxide막의 rising time과 

falling time을 기존의 러빙 PI의 TN모드와 한 에 비교하기 

하여 Table 2에 표시하 다. 

Fig 6. Response time results.

Rubbing 

PI
0.1mol 0.2mol 0.3mol 0.4mol

Rising 

time (ms)
1.818 0.995 2.864 2.084 1.378

Falling 

time (ms)
11.793 3.435 7.59 5.079 5.514

Table 2. Response time results of alignment layers

 수평배향에서의 Rising time은 액정이 주어진 계

(applied voltage)에 의해서 액정이 세워지는 시간을 나타낸

다. 이는 계의 향을 가장 크게 받음을 의미 한다. rising 

time은 은 임계 압에 비례 계에 있다. 임계 압이 러빙 

PI에 비해 낮았던 Strontium Oxide 막은 rising time 한 비

례하게 빠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alling time은 계를 없

앴을 때 액정이 막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떨어지는 시간을 나

타낸다. 

 


 
 

∙ 
(1)

식 1은 rising time이다. 는 액정의 viscosity이고 는 

cell gap을 나타낸다. 액정과 cell gap은 모든 샘 에 동일한 

것을 용 하 고 이에 따라서 이들은 일정한 값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식에 따르면 rising time은 임계 압에 

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alling time의 경우 앞

서 말한 바와 같이 주어진 계를 제거 하 을 때 액정이 원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외부 향에 미치는 다

른 변수가 없으므로 일정 할 것으로 상 할 수 있으며 0.1몰

과 0.2 몰에서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평균 으로 농도에 

따라 5ms의 falling time을 갖는다. 스트론튬 산화막은 

high-k물질로서 높은 유 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I와의 

비교에서 좋은 기 학특성을 기  할 수 있었다. rising 

time과 falling time을 합한 총 응답속도는 러빙PI의 경우 

13.601ms인데 반해 스트론튬 산화막은 4.543ms .10.454ms, 

7.163ms, 6.892ms로 러빙 PI의 응답속도보다 더 작게 나왔음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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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solution 방법을 통하여 2시간의 어닐링 하여 

몰별로 만들어진 스트론튬 산화막이 수평 배향 특성을 가짐

을 확인 하 고 기 학특성을 평가 하 다. 0.1몰부터 0.4

몰에 이르기 까지 스트론튬 산화막이 수평 배향이 됨을 

pre-tilt각도 측정과 배향사진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빛샘 상이 발견되었다.  

0.1몰에서 Pre-tilt 각도는 오차율이 가장 게나오고 안정

으로 0.14
o 
를 갖는다. 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율이 증

가하고 pre-tilt 각도가 분산되어 존재 함을 그래 를 통해 

확인 하 다. 이는 FE-SEM을 통하여 Strontium Oxide 박

막의 균일도와 연 되어 있음을 유추 할수 있었다. 0.1몰에

서 작고 균일한 grain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몰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grain의 크기가 커질뿐만 아니라 균일도가 떨어지

는 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액정 배열에 불안정성을 래 

하여 빛샘 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pre-tilt의 오차율을 

높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 

Strontium-Oxide 막의 기 학  특성은 매우우수한 

특징을 지니었다. 임계 압은 0.1몰부터 0.4몰에 이르기 까지 

기존 PI의 TN모드와 비교하여 낮은 임계 압을 갖게 되었

고 이는 액정 cell의 rising time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높

은 유 율을 갖는 high-k 물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용효

율 이고  간단한 Solution-process를 통하여 우수한 기

학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기존의 상업에서 사용되는 

러빙 PI와 비교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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