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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mbient contrast ratio enhancement, liquid crystal retardation films coated on top of a
photo-alignment layer can be used as constituents of a wide-band circular polarizer in organic
light-emitting diode displays. For the production of polarized ultraviolet (UV) light for photo
alignment, a wire-grid or pile-of-plates polarizer can be utilized. Employing a large-scale UV
polarizer is essential for manufacturing large-area film. The pile-of-plates polarizer is superior to
the wire-grid polarizer in terms of fabrication cost and scalability. In this study, we performed
polarization ray tracing simulations for optical configurations in which a pile of fused quartz plates
was placed at the Brewster’s angle under a UV lamp module used for the UV curing process. Two
types of polarizer structures (one-body and partitioned-body) were examined for three polarization
directions (0◦ , 15◦ , and 75◦ relative to the machine direction). We found that total UV power on
the receiver decreased and polarization efficiency increased with the increasing of quartz plates. In
addition, the partitioned- body type structure exhibited better illuminance uniformity than the
one-body typ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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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의 환경 명암비 향상을 위해 원편광자의 구성요소로 광배향막 위에
코팅된 액정 위상차 필름이 사용될 수 있다. 광배향을 위해 사용되는 편광된 자외선은 선격자 편광기나
판더미 편광기를 이용하여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롤 코팅 공정을 이용한 대면적 제조를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자외선 편광기 사용이 필수적이다. 선격자 편광기의 경우 큰 규모로 제작하기가 매우 힘들며,
제작 비용은 크기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반면에 판더미 편광기는 제작 비용과 크기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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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선격자 편광기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외선 경화용 램프
하단에 브루스터 각으로 배치된 석영유리판더미 편광기에 대한 편광 광선추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일체형과 분할형 두 구조 각각에 대해 롤 공정 진행방향 기준 0◦ , 15◦ , 75◦ 세 가지 선편광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일체형과 분할형 모두 석영유리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리시버에 도달하는 총 자외선
출력은 감소하였고 편광효율은 증가하였으며, 분할형이 일체형에 비해 더 뛰어난 조도 균일도 특성을 보였다.
Keywords: 광학설계, 자외선 편광기, 석영유리판 더미, 전산모사

I. 서 론
유 기 발 광 다 이 오 드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디스플레이는 자체 발광의 특성 때문에 두께가 얇
고 색상 표현력과 화질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이
고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자체의 명암비 (contrast ratio)
가 우수하고 응답속도가 빠르며 시야각이 넓고 소비전력이
낮은 장점을 갖고 있다 [1]. 한편, OLED의 음극 (cathode
electrode) 은 은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광에 대한 반사율이 매우 큰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조명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정의되는 환경 명암비 (ambient contrast ratio) 의 향상을
위한 부가적인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2]. OLED의 음극
으로부터 반사된 광을 차단하여 환경 명암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원편광자를 채용하는 것
이다 [3]. Figure 1은 환경 명암비 향상을 위해 OLED 디
스플레이 상부에 부착하는 광대역 원편광자의 모식도이다.
먼저, 무편광 상태의 외부광이 선편광자에 입사하여 투과
축에 평행한 성분만 투과한다. 그 후, 선편광자의 투과축과
각각 15◦ 및 75◦ 의 각도를 이루는 느린축을 갖고 있는 반파
장판과 1/4파장판을 통과하여 원편광으로 변환된다. 반파
장판과 1/4파장판을 이와 같은 구조로 배열하면 광대역의
1/4파장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4]. 이 구조
는 판차라트남 색지움 파장판 (Pancharatnam achromatic
wave plates) 으로부터 유래되었다. 판차라트남은 세 장의
파장판을 연속적으로 배열하여 색지움 파장판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였고, 이 때 각 파장판의 위상지연 (retardation)
과 느린축 또는 빠른축의 각도가 만족해야할 조건을 제시
하였다 [5]. Figure 1에 도시된 반파장판과 1/4파장판으로
구성된 광대역의 1/4파장판은 사실 세 장의 반파장판으로
구성된 판차라트남 색지움 반파장판의 절반(첫 번째 반파장
판과 두 번째 반파장판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성된
광대역 1/4파장판을 원편광자로 사용할 경우 450 nm에서
650 nm 파장 영역에서 보통 0.9에서 1사이의 편광 타원율
(ellipticity of a polarization ellipse) 을 얻을 수 있다 [4].

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a wide-band
circular polarizer.
OLED의 음극으로부터 반사된 광은 입사광과 수직인 원편
광으로 변환되고, 1/4파장판과 반파장판을 역으로 통과한
후 선편광자의 투과축에 수직인 선편광으로 최종 변환된다.
이 선편광된 광은 선편광자에 흡수되어 외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선편광자와 반파장판
및 1/4파장판과 같은 위상차 필름은 롤 공정을 기본으로
연신 (stretching) 공정을 거쳐 제작된다. 연신방향은 일반
적으로 롤 공정 진행방향(machine direction, MD)과 같은
방향이거나 수직방향이다. 선편광자의 경우 투과축은 MD
와 수직이며 위상차 필름의 경우 느린축은 MD와 평행 또
는 수직이다 [6]. 따라서, Fig. 1과 같은 구조의 원편광자를
일반적인 연신 공정을 거쳐 제작된 필름을 사용하여 만들기
위해서는 선편광자, 반파장판, 1/4파장판을 각각 재단한 후
각도를 맞춰 합지하여야 한다.
Figure 2는 광배향막 (photo-alignment layer) 을 이용한
위상차 필름의 제조 공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기저필름
위에 광배향막을 코팅한다. 그 후, 원하는 액정 배향방향
으로 선편광된 자외선을 광배향막에 조사한다. 광배향막
위에 위상차를 유도할 액정을 코팅하고, 마지막으로 무편
광된 자외선을 조사하여 액정을 경화시킨다. 광배향막과
선편광된 자외선을 이용하면 느린축이 임의의 각도를 갖는
위상차 필름을 롤 형태로 제조할 수 있다 [7]. 따라서, 롤
형태로 제작된 선편광판과의 합지가 용이하여 OLED 디
스플레이용 원편광자 생산성 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외선 선편광기는 선격자 편광기 (wire-grid polar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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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Retardation film manufacturing process using photo-alignment layer. (a) Coating
of photo-alignment layer on substrate film, (b) linearly
polarized ultra-violet (UV) light irradiation of photoalignment layer, (c) coating of nematic liquid crystal on
photo-alignment layer and (d) UV curing of liquid crystal
layer.
현할 수 있다 [8]. 선격자 편광기는 주로 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큰 크
기의 자외선 영역 선격자 편광기는 제작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비해 판더미 편광기는 자외선 영역에 흡수가 거의 없
는 석영유리판과 같은 투과 매질을 브루스터 각으로 겹쳐
배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적고 큰 크기로
제작하기에 용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조명 설계 소프트웨어인 LightTools를 사
용하여 일반적인 자외선 경화용 램프의 하단에 석영유리판
더미가 브루스터 각으로 배치되어 있는 편광기 구조에 대한
광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2장에서는 자외선 램프와
석영유리판에 대한 LightTools 모델링에 대해 기술하였고,
LightTools의 편광 광선추적 (polarization raytracing) 기
능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예비 시뮬레이션 결과
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석영유리판의 구조를 일체형인
경우와 분할형인 경우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각 경우마다 선편광 각도가 MD 기준 0◦ , 15◦ , 75◦ 일 때
편광기 아래에 위치한 리시버에 도달하는 총 자외선 광량
및 편광효율 (polarization efficiency) 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
하여 정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자외선 램프 모델링 및 예비 시뮬레이션
편광 광선추적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광원을 위해 자외선
경화용 램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Fusion UV Systems사의
I600M Irradiator와 고출력 자외선 램프인 11D-I600에 대
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9]. Figure 3은 완성된 LightTools
모델과 반사판 및 자외선 램프의 도면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제조사에서 제공한 특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외선 램프
11D-I600의 방출 스펙트럼은 Fig. 4(a)와 같이 설정하였으
며, 이 때 램프로부터 방출되는 총 광출력은 2284 W이었다

New Physics: Sae Mulli, Vol. 70, No. 8, August 2020

Fig. 3. (Color online) LightTools model of I600M Irradiator and 11D-I600 UV lamp (Fusion UV Systems, Inc.).

Fig. 4. (Color online) (a) Spectral weight of the UV
light source and (b) refractive index of the quartz plate
employed for simulations in this study.
[9]. 석영유리판의 광학적 특성은 LightTools에 내장되어
있는 석영유리에 대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에 그대로 적용
하였는데, 이 때 사용된 파장별 굴절률은 Fig. 4(b)와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LightTools의 편광 광
선추적 기능을 활용하여 광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우선, 이 기능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 시뮬레이션
을 먼저 수행하였다. 광원은 375 nm(11D-I600 램프 방출
스펙트럼의 첨두 파장) 의 단색 파장 성분만을 갖는 평행광
으로 가정하였고, 석영유리판을 자외선 램프 모델 하단에
브루스터 각으로 배치시켰다. 파장이 375 nm일 때, 석영유
리판의 굴절률이 1.47이므로 브루스터 각은 55.8◦ 이다.
선편광기의 특성은 보통 아래와 같이 정의된 편광효율
PE를 사용하여 기술되는데, 편광효율은 편광도 (degree of
polarization) 라고도 한다 [10].
PE =

T1 − T2
× 100[%]
T1 + T2

(1)

Equation (1) 에서 T1 은 선편광기 투과축 방향의 투과율
이고 T2 는 선편광기 투과축과 수직한 방향의 투과율이다.
공기와 석영유리판 경계면에서의 투과율은 P편광과 S편광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1].
(n2 − sin2 θi )1/2 − n2 cos θi
Tp = 1 −
(n2 − sin2 θi )1/2 + n2 cos θi

Ts = 1 −

cos θi − (n2 − sin2 θi )1/2
cos θi + (n2 − sin2 θi )1/2

2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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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Simulated and calculated (using
Eq. (4)) results of the polarization efficiency for the preliminary simulation.
Equation (2)와 (3)에서 θi 는 입사각을 의미하며, 공기의 굴
절률을 n1 , 석영유리판의 굴절률을 n2 라 할 때, n은 n2 /n1
을 의미한다. 단색의 평행광을 가정한 예비 시뮬레이션의
경우, P편광의 방향이 판더미 편광기의 투과축 방향이므로
편광효율은 Eq. (2)와 (3)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E =

Tp2m − Ts2m
× 100[%]
Tp2m + Ts2m

(4)

Equation (4) 에서 m 은 석영유리판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각 석영유리판을 통과할 때마다 2회의 투과를 경험하므로
2m 의 지수를 갖게 된다.
석영유리판의 개수를 10장까지 증가시키며 광학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Figure 5는 편광효율에 대한 시뮬레
이션 결과와 Eq. (4) 를 사용한 계산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석영유리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편광효율 또한 증
가하고 있으며, 석영유리판이 10장일 경우 약 90%의 편광
효율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LightTools 시뮬레이션
결과와 Eq. (4) 를 사용한 계산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LightTools의 편광 광
선추적 기능의 유효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III.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Figure 6은 일체형 구조에 대한 LightTools 시뮬레이션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6(a) 는 선편광 방향
(polarization direction, PD)이 MD와 일치하는 경우(MD
기준 0◦ : PD 0◦ ) 이다. 이 때, 석영유리판은 예비 시뮬
레이션의 경우와 같이 램프 하면으로 수직 입사하는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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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LightTools simulation layouts of
one-body type (units: mm). (a) PD 0◦ , (b) PD 15◦ and
(c) PD 75◦ .

Fig. 7. (Color online) Simulated results of one-body type.
(a) Total power on film and (b) polarization efficiency.
nm 파장의 광에 대해 브루스터 각을 이루도록 배치하였다.
Figure 6(b)와 (c)는 각각 선편광 방향이 MD 기준 15◦ (PD
15◦ )와 75◦ (PD 75◦ )인 경우인데, Fig. 6(a)와 같이 배치된
석영유리판을 램프 밑면의 수직 축인 y 축 (그림에 녹색으로
표시)을 기준으로 각각 15◦ 와 75◦ 를 회전시켜 얻은 구조이
다. 시뮬레이션에서 광학 성능 측정에 사용되는 면 리시버
(surface receiver) 의 크기는 140 × 300 mm2 이었으며, 각
자외선 편광기 밑면에서 10 mm 떨어진 곳에 배치하였다.
Figure 7은 일체형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총 자
외선 출력과 편광효율)를 보여주고 있다. 자외선 편광기를
통과해 광배향막이 코팅된 필름면에 도달하게 되는 총 자
외선 출력은 석영유리판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D 0◦ 인 경우에 총 자외선 출력이 가
장 컸으며, PD 15◦ , PD 75◦ 순으로 낮아졌다. 편광효율은
석영유리판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석영유리판 10장을 사용할 때, PD 0◦ , PD 15◦ ,
PD 75◦ 인 경우 편광효율은 각각 약 68%, 78%, 71%로 예
측되었다.
Figure 8은 일체형 구조(석영유리판의 개수: 10)에 대한
조도분포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예비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할 때 서술한 바와 같이 P편광이 본 논문에서 자외선
편광기를 통해 얻고자하는 선편광 성분이고 S편광이 이에
수직한 선편광 성분이다. 다른 두 경우에 비해 PD 75◦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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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lor online) LightTools simulation layouts of
partitioned-body type (units: mm). (a) PD 0◦ , (b) PD
15◦ and (c) PD 75◦ .

Fig. 8. (Color online) Simulated illumination maps of
one-body type (number of quartz plates: 10).

Fig. 10. (Color online) Simulated results of partitionedbody type. (a) Total power on film and (b) polarization
efficiency.
인 경우 각각 약 70%, 75%, 70%로 예측되어 모두 일체형

경우 조도분포가 매우 불균일하였으며, 조도분포 개선을

구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11은 분할형 구조 (석영유리판의 개수: 10)에 대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였다.
자외선 편광기의 높이를 PD 0◦ , PD 15◦ , PD 75◦ 인 경

한 조도분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D 75◦ 인

우 모두에 대해 비슷하게 (대략 200 mm) 만들고 조도분포

경우 조도분포가 일체형 대비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개선효과를 얻기 위해 분할형 구조의 채용을 제안하고 이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Figure 9
는 분할형 구조에 대한 LightTools 시뮬레이션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다. 흡수형 칸막이를 내부에 설치하여 편광기를
같은 크기를 갖는 3개 영역으로 분할하였고, 각기 분할된
영역에 석영유리판을 동일한 형태로 배치하였다. PD 0◦ 인
경우 일체형과 분할형 구조 모두 높이가 180 mm이었다.
PD 0◦ 인 경우와 달리 PD 15◦ , PD 75◦ 인 경우에는 분할형

수 있다. 그러나 MD의 수직방향 조도분포가 PD 0◦ , PD
15◦ 인 경우 보다 여전히 불균일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12에 일체형과 분할형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석영유리판더미를 이
용한 자외선 편광기의 용이한 설계 및 구현에 활용될 수 있
도록 각 구조별로 PD 0◦ , PD 15◦ , PD 75◦ 인 경우에 대한
석영유리판의 도면을 함께 도시하였다.

구조를 채용하게 되면 편광기의 높이가 일체형 구조보다
낮아지게 된다. 편광기를 3개의 영역으로 분할했을 때, PD
15◦ , PD 75◦ 인 경우 편광기의 높이는 각각 207 mm, 180
mm이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석영유리판더미를 이용한 자외선 편광기

Figure 10은 분할형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총

에 대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자외선 출력과 편광효율) 이다. 총 자외선 출력은 일체형

있는 자외선 경화용 램프와 램프 하단에 석영유리판더미를

구조와 마찬가지로 석영유리판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

배치한 구성에 대해 조명 설계 소프트웨어인 LightTools를

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PD 75◦ 의 경우 총 자외선 출력이

사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편광 광선추적 시뮬레이션

일체형 구조 대비 2배 정도 향상되었고, PD 0◦ 의 경우에는

을 수행하여 일체형과 분할형 구조 각각에 대해 PD 0◦ , PD

역으로 1/2배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 경우에도 편광효율

15◦ , PD 75◦ 인 경우를 분석하였다. 구조나 PD와는 무관

은 일체형 구조와 동일하게 석영유리판의 개수가 증가함에

하게 석영유리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리시버에 도달하는

◦

◦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PD 0 , PD 15 , PD 75

◦

총 자외선 출력은 감소하고, 편광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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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에 대한 실험적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면적 광배향을 위한 자외선 편광기 구조
의 최적화 설계가 최종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편광효율
향상은 기본적으로 석영유리판의 개수를 증가시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조도분포 균일도 향상을
위해 분할형 구조의 개수, 크기 및 높이의 최적화, 상호보완
적 조도분포를 갖고 있는 복수개의 편광기 사용, MD 수직
방향으로의 편광기 왕복운동 채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REFERENCES
Fig. 11. (Color online) Simulated illumination maps of
partitioned-body type (number of quartz plates: 10).

[1] H.-W. Chen et al., Light Sci. Appl. 7, 17168 (2018).
[2] H. Chen, G. Tan and S. -T. Wu, Opt. Express 25,
33643 (2017).
[3] R. Singh, K. N. N. Unni, A. Solanki and Deepak,
Opt. Mater. 34, 716 (2012).
[4] P. Yeh, C. Gu, Optics of Liquid Crystal Displays

Fig. 12. (Color online) Summary of the simulation results of this study and drawings of the simulated quartz
plates.

(John Wiley & Sons, Hoboken, 2010), Chap. 4.
[5] S. Pancharatnam, Proc. Indian Acad. Sci. A 41,
137 (1955).
[6] M. G. Robinson, J. Chen and G. D. Sharp, Polariza-

일반적으로 보였다. 특히, 석영유리판 10장을 사용할 때 약

tion Engineering for LCD Projection (John Wiley &

70% 수준의 편광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일체형이고 PD

Sons, Chichester, 2005), Chap. 4.

가 75◦ 인 경우 조도분포가 가장 불균일하였는데, 분할형
구조로 변경하여 조도분포 균일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석영유리판더미를 이용한 자외선 편광기 개발
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할형 구조 채용의 아이디어,
시뮬레이션이 수행된 편광기의 상세 도면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본 논문에서 제시한 도면을 바탕으로
소형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의 비교 연구

[7] T. M. Kim et al., Korean Patent No. 10-0364504
(2002).
[8] E. Hecht, Optics (Pearson, Boston, 2017), Chap. 8.
[9] Fusion

UV

Systems,

Inc.,

http://www.fusionuv.com.
[10] M. Bass (editor in chief), Handbook of Optics Vol. I
(McGraw-Hill, New York, 1995), Chap. 5.

가 수행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안정적인 광배향 공정을

[11] S. O. Kasap, Optoelectronics and Photonics (Pren-

위해 어느 정도의 편광효율과 조도분포 균일도를 달성해야

tice Hall, Upper Saddle River, 2001), Chap.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