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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licitly Quasi-linear Relation Between the Order Parameter and Normalized 

Birefringence of Aligned Uniaxially Anisotropic Molecules Determined 

Using a Numeric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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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refringence of distributed, uniaxially anisotropic molecules like liquid crystals is calculated as the degree of ordering is 

varied. The relation between the normalized birefringence 


 and the orientational order parameter  is investigated. The 

distribution function, which enables one to monitor the degree of ordering of liquid crystals including randomly distributed ones, 

is introduced. Using this distribution function, a series of distributed liquid crystals with order parameters ranging from 0 to 1 

are generated, and 


 and   of the correspondingly distributed liquid crystal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calculated data, 

it is revealed that 


 and  satisfy the quasi-linear relation of   





 , where  can be approximated as 






. The anisotropy of molecular polarizability is also calculated, using the birefringence, and separately following Vuks’ 

method and Neugebauer’s method, and it is shown that the relations between  and the molecular-polarizability anisotropy are 

also quasi-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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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규명한 정렬된 단축이방성 분자들의 질서변수와 

상대 복굴절의 준선형 관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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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과 같은 단축 이방성 분자들의 정렬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복굴절으로부터 상대 복굴절 


를 구하고 


과 방향질서

변수(orientational order parameter) 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무질서한 분포를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액정의 정렬정도를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분포함수를 도입하고 이 분포함수를 사용하여 질서변수 가 0부터 1까지 변하도록 액정분자들의 정렬정도를 

달리하며 


과 를 수치계산 하였다. 이 계산 결과로부터 와 


는   





  와 같이 준선형적인 관계를 

만족하며 는 




으로 근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복굴절으로부터 Vuks의 방법에 따라 구한 분자분극의 이방성과 

Neugebauer의 방법에 따라 구한 분자분극의 이방성이 각각 질서변수 와 또 다른 준선형 관계식들을 따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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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액정과 같이 단축 이방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의 정렬정

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정렬정도를 나타내는 상수인 방향질서변수(orientational order 

parameter) 는 특정 방향으로 정렬한 액정분자의 수가 평균 

이상일 때 그 방향의 단위벡터인 방향자(director) 과 액정

의 장축이 이루는 각도를 사용하여 통계적인 평균을 취하여 

구한다.
[1-3]

 모든 액정이 한 방향으로 나란하게 배열하고 있

을 경우  이며 액정들이 무질서하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 

 이다. 한편 액정분자들이 나란하게 정렬되면 복굴절 특

성을 가진다. 이 때 복굴절의 크기는 액정분자들이 정렬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모든 액정분자들이 나란하게 정렬

하고 있을 경우( ) 복굴절은 최대값을 가지고 액정분자

들이 무질서하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 ) 복굴절은 사라

진다. 복굴절이 최대가 될 때 전기장이 액정의 정렬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의 굴절률인 이상굴절률 와 

전기장이 이에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의 굴절률인 정

상굴절률  차이로써 배열된 액정의 복굴절이  

와 같이 정의되는데 측정되는 복굴절은 액정분자들의 정렬 

정도에 따라 보다 작거나 비슷한 크기를 가진다. 한편 거

시적인 관점에서의 질서변수가 근사적으로 와 비례하는 것

으로 간주하여 질서변수를 측정된 복굴절의 에 대한 상

대값으로 대개 정의한다.
[2-8]

 그러나 이웃하는 분자들에 의한 

국지적 전기장의 효과로 인해 이들의 관계가 완벽한 선형식

으로 표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10]

 한편 Vuks

의 방법에 따라 측정된 복굴절으로부터 분자 분극(molecular 

polarizability)의 이방성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거시적인 관점

에서의 질서변수를 정의하거나
[6-8,10-14]

 또는 근사하여 분자 

분극 이방성으로부터 미시적인 질서변수 를 정의하기도 하

며
[6,11]

 Neugebauer의 방법으로 구한 분자 분극 이방성으로부

터 질서변수를 정의하기도 한다.
[14-16]

 그러나 액정분자들이 

어떤 상태로 정렬되어 있을 때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질서변

수인 와 거시적 변수인 복굴절 또는 분자 분극 이방성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하고 이들의 관계를 밝힌 연구결과는 아

직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단 하나의 변수만으로 

가 0부터 1까지 연속적으로 바뀌도록 하는 분포함수를 도

입하고 정렬의 정도를 달리하는 액정분자의 여러 분포에 대

하여 와 복굴절을 각각 수치계산한 뒤 이들의 관계를 간단

한 수식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복굴절으로부터 분자분극의 

이방성을 계산하고 분자분극의 이방성을 사용하여 질서변수 

를 표현하는 관계식들도 제시하였다. 

온도나 조성비의 변화에 따라, 또는 배향막의 존재와 외부

에서 인가한 전자기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액정분자들의 

질서변수 를 대응되는 위치에서 측정되는 복굴절 값으로부

터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이 관계식은 액정 분자의 정렬 정도

와 관련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단축 이방성 분자의 분포함수 및 질서변수

미시적인 관점에서 단축이방성 액정분자들이 정렬하는 정

도를 방향질서변수 로 나타내는데 이는 액정분자들이 방향

자와 이루는 각 의 함수로 정의된다. 액정분자들의   의존

성은 분포함수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Maier-Saupe 이

론에 따른 분포함수는 온도변화와 관련되는 상전이 현상을 

잘 설명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cos
 와 같

은 함수꼴로 액정의 각도 분포를 나타내기도 하는 데 이 경

우 액정분자들의 질서변수 는 0.5이다.
[3]

 이에 비해 외부에

서 인가된 전자기장 등에 의한 효과는 대개 에너지 최소화 

조건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구한 분포곡선을 

사용한다.
[1,3]

 본 연구에서는 액정분자들의 분포를 변화시키

는 요인과 분포 변화와의 인과관계 보다는 주어진 각각의 분

포에 따른 액정분자들의 정렬의 정도 즉 질서변수 와 복굴

절의 관계를 관심의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

다. 즉 단 하나의 변수 만으로 0부터 1까지 가 연속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액정의 각도분포를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분포함수를 도입하고 이 분포함수를 이용하여 액정의 정렬

의 정도를 달리하며 와 복굴절을 수치계산하였다. 구체적

으로는 다음과 같다. 

방향자가 z축과 나란하도록 좌표축을 설정하고 액정분자

의 장축(long axis)이 z축과 이루는 각도를 라고 둔 다음 식 

(1)과 같은 분포함수를 도입한다. 여기에서 액정분자들은   

의존성은 식 (1)의 분포함수를 따르지만 방위각 의존성은 없

는 분포 즉 z축 주위 회전대칭성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액정

은 nematic 상으로써   의 각도대칭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cos ≧   (1)

식 (1)의 분포함수는 전 공간에 대해 입체각 적분할 경우 

적분값이 1.0이 되는 조건, 즉 식 (2)의 정규화 조건을 만족

한다.

    (2)

식 (2)에서  는 전 공간에 걸친 입체각 적분을 의미

하는데 









sin   와 같이 풀어 쓸 수 있다. 한편 식 

(1)의 분포함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lim
→

 →



 (3a)

lim
→∞

 →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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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eries of distribution function when  is 1/16, 1/4, 1, 

4 and 16, respectively. The corresponding order parameters are 

0.02, 0.08, 0.25, 0.57 and 0.84, respectively, from top.

Fig. 2. Variation of the order parameter  vs  for a series of 

uniaxial molecules distributed as given in Eq. (1).

즉 이 는 가 0이 되면 와 무관하게 일정한 값이 되

어 액정분자가 무질서하게 분포함을 나타낸다. 액정분자 같

은 단축이방성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분포할 때 거시적 물리

량은 등방성을 나타낸다. 즉   일 때 액정분자들은 광학

적으로 등방성을 띠어 복굴절은 0이 된다. 이와 반대로 가 

매우 커지면 가 0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가 급격히 

0에 가까워져 모든 액정분자가 z축과 나란하게 배열하고 있

음을 나타내며 복굴절은 최대가 된다. 가 0에서 시작하여 

점점 증가하면 액정분자가 z축과 나란하게 정렬하는 정도도 

이에 따라 증가함을 나타내므로 식 (1)은 액정분자가 정렬하

는 정도를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단축 이방성을 가지는 액정분자들이 정렬하는 정도를 미시

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는 질서변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1,3]

 〈

cos  〉 (4)

액정분자들이 식 (1)과 같은 분포함수를 따를 경우 식 (4)

의 통계적 평균을 취하는 수학적 표현은 아래식과 같다. 

   


cos
 (5)

분포함수의 모양이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

기 위해  







    일 때 각각 계산한 분포함수들

을 최대값이 1이 되도록 규격화하여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또한 각 분포함수에 대응되는 를 분포함수의 모양과 대응

시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림 1의 설명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의 함수로 를 그린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 증가하면 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매우 완만하게 1.0 으로 

점근한다.

III. 복굴절의 계산 및 질서변수와의 관계

액정분자들이 어떤 형태로 분포하고 있을 때 x,y,z축 방향

으로의 굴절률들을 구하기 위해 정상굴절률이 이고 이상

굴절률이 인 단축이방성 액정들의 장축이 공간의 어떤 방

향(각도는 )으로 향하고 있을 때 x,y,z축 방향으로의 굴절

률   ,  ,  을 알아보자. 이들은 각각 다

음과 같이 쓰여진다.
[17]

 




 








sin
cos







sin
cos

 (6a)




 








sin
sin







sin
sin

 (6b)




 








cos








sin


 (6c)

만약 액정분자들이 방위각 에 대한 고른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  와 는 각각   , 와 같이 쓸 

수 있고 식 (6a)와 식 (6b)에 


 와 같이 평균을 취하

면 식 (7)과 같이 된다.




 












 


sin








cos
   (7)

액정분자들이 어떤 분포함수에 따라 분포하고 있을 때 

x,y,z축 방향으로의 굴절률은 이 결과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

할 수 있는데 액정분자들이 식 (1)의 분포함수와 같은   의

존성을 가진다면 z축과 나란한 방향의 굴절률인 ∥과 z축

에 수직한 방향의 굴절률인 ⊥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한다.



∥



 



cos








sin
     (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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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ypical graph showing the quasi-linear relation between 

the normalized birefringence 


 and the orientational order para-

meter  of distributed liquid crystal molecules, where 

, 



 are used as the refractive indices of the liquid crystal 

molecules.



⊥



 



sin








cos
 

 
 (8b)

만약   이면  



으로 일정한 값을 가져 액정분

자들이 무질서한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때는 

 이고 ∥ ⊥가 되어 광학적으로 등방성을 가지므로 

이 때의 굴절률을 평균굴절률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평

균굴절률 는 다음과 같다.










 









   (9)

한편 복굴절 와 상대 복굴절 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  (10a)

 ≡
 






 (10b)

복굴절 은 액정분자의 분포 즉 액정분자들이 정렬하는 

정도에 따라 0과  사이의 값을 가지며 상대 복굴절 

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즉   이면  ,  

( )가 되고 가 증가하면 는 1에 가까워지며 

는 에(은 1에) 가까워진다.    

(MDA-99-3996, Merck Co. Ltd)인 액정분자에 대하여 를 

바꾸어가며 복굴절과 상대 복굴절 을 계산한 뒤 

과 의 관계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는 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변하며 이들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2차식으로 잘 표현된다.

  
  (11)

식 (11)의 2차항의 계수의 크기 가 1.0보다 매우 작으면 

식 (11)을 준선형 관계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의 크기로부터 

과 가 선형관계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대략 가

늠할 수 있는데 의 크기는 복굴절의 크기에 거의 비례하여 

증가한다. 복굴절이 작은 네마틱 액정으로부터 복굴절이 큰 

네마틱 액정에 이르기까지 4가지의 네마틱 액정에 대하여 

와 을 수치계산하고 이들의 관계식을 2차함수의 형태

로 표 1에 정리하였다. 수치계산에 사용된 액정의 굴절률들

의 유효숫자가 소수점 이하 4째 자리인 점을 감안한다면 표 

1에 나타나 있는 와 간의 2차식의 상수항은 0.0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표 1에 제시된 와 간의 관계식에서 

2차항의 계수의 크기 즉 식 (11)의 는 근사적으로 액정의 

정상굴절률 과 액정의 복굴절 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12)

식 (11) 또는 식 (12)의 관계식은 액정분자들의 분포를 나

타내는 분포함수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보편적인 관

계식으로 식 (1)과 같은 cos  형태의 분포함수 대신 Maier-

Saupe 이론에 기반한 
 [단  cos] 

형태의 분포함수를 사용할 때에도 표 1에 정리된 바와 동일

한 수치값들을 얻었다.

한편 복굴절 대신 Vuks의 방법에 따라 아래식과 같이 정

의되는 분자분극의 이방성을 사용하여 질서변수를 기술하는 

시도도 있다.
[6-8,10-14]










 

 (13)

여기서, 와 는 각각 z축과 나란한 방향과 z축과 수직

한 방향의 분자분극을, 그리고 은 평균굴절률을 말하는데 

대개   


을 사용한다.
[7,8,14,15]

 식 (13)의 우측항

에  ∥ ,  ⊥와 같이 대입하여 분자분극 ∥ , ⊥

을 각각 구하고 상대 분자분극 이방성인 을 식 (14a)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상대 분자분극 이방성은 굴절률만

을 사용하여 식 (14b)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식 (14b)는 

단위부피당 액정분자의 갯수 이나 평균굴절률 을 사용하

지 않고도 상대 분자분극 이방성을 구할 수 있게 한다.

 
 

∥⊥
 (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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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alculated quasi-linear relations between the orientational order parameter() and either the normalized birefringence(


) or 

the normalized polarizabilities(


, ′


) using four selected liquid crystal molecules whose birefringence ranges from weak to strong, are 

presented

MLC-9200-000

(ref. 18)

MDA-99-3996

(Merck Co. Ltd)

TL-216

(ref. 18)

E44

(ref. 18)


 1.5634 1.6307 1.7412 1.8652


 1.4793 1.4984 1.5268 1.5509





 0.0841 0.1323 0.2144 0.3143


 1.5058 1.5389 1.5892 1.6374

 vs 


  


  


  


  


 vs 


  


  


  


  


  vs ′


  


  


  


  


 







∥
 ⊥



 (14b)

또한 Neugebauer의 방법에 따르면 분자분극은 다음 식과 

같이 쓰여진다.
[14-16]



′




 


 

 (15)

식 (15)의 우측 항에  ∥ ,  ⊥와 같이 대입하여 

분자분극들을 구하고 상대 분자분극 이방성인 ′를 식 

(16)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

′∥′⊥






















 













∥
 

∥
 




⊥
 

⊥
  





 (16)

가 식 (11)에서와 같이 의 준선형 관계식으로 표현

되는 것과 비슷하게 와  또는 와 ′의 관계도 

식 (17)과 같이 준선형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를 

 또는 ′의 2차함수로 표현한 결과도 표 1에 함께 

정리하였다. 

  
  (17a)

  ′ ′′′
  (17b)

식 (17)의 2차항의 계수인  또는 ′의 크기도 식 (12)의 2

차항의 계수인 와 마찬가지로 복굴절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

가하는데 이들은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 



 (18a)

′≈ 



 (18b)

IV. 결    론

단축 이방성을 가지는 액정분자들이 정렬하는 정도를 하나

의 변수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분포함수를 

제시하고 액정분자들의 여러 정렬상태에 대하여 복굴절과 

상대 복굴절인  그리고 방향질서변수 를 수치계산 하

였으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와 는    


 와 같이 준선형 관계를 만족하며 는 




으로 근

사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복굴절으로부터 구한 상대 분

자분극 이방성도 와 준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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