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CD 동작 원리
•

액정(Liquid Crystal)은 액체의 유동성과 고체의 결정과 같은 규칙적인 분자 배열을
동시에 갖는다.

•

광학적 이방성을 가지면서 전압이 가해지면 전계의 방향을 따라 액정의 분자배열이
바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액정의 성질을 이용하여 도형, 문자 또는 그림을 표시하는 장치를
LCD(Liquid Crystal Display)라 한다.

그림 1. 전압 인가에 따른 액정의 변화
•

'OFF' 상태는 전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며, 편광판을 통과한 빛이 액정의
분자 배열을 따라 꼬여지면서 교차된 다른 편광판을 통과하게 된다. (즉 전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빛이 통과한다.)

•

'ON' 상태는 전압을 가한 상태를 나타내며, 이때에는 전계의 방향을 따라 액정
분자가 일어서면서 편광판을 통과한 빛을 그대로 교차된 편광판에 전달시킴으로써
빛은 편광판에 의해 차단된다. (즉 전압을 가하면 빛이 차단된다.)

•

전압을 선택적으로 인가함으로써 상, 하판의 전극 모양에 따라 원하는 도형 또는
문자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 LCD 를 이용한 Display 장치의 특징 >
•

경박단소

•

저소비전력, 저전압구동

•

수광소자

▲ TN LCD
TN LCD 는 ON, OFF 상태에 따라 액정의 분자배열이 90。의 Twist Angle 을 갖게 된다.
그로 인하여 시야각이 좁아 정보량 표시에 한계가 있게 된다.
▲ STN LCD
TN LCD 의 단점(표시 정보량이 적다, 좁은 시야각)을 개선하기 위하여 STN(Super Twisted
Nematic) LCD 가 제안되었으며, STN LCD 는 TN LCD 의 Twist Angle(90' 내외)보다 큰
180'～270'정도의 Total Twist Angle 을 갖는다.

그림에서 보듯이 STN 은 TN 에 비하여 적은 Voltage 변화에도 큰 투과율의 변화를 이므로
표시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STN LCD 는 액정의 복굴절 효과를 이용하여 동작시킨다.

•

액정 분자 배열 방향(Rubbing 방향)과 편광자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어느 각도를
이루게 되면 빛이 액정 CELL 에서 진행함에 따라서 액정의 방향자에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편광 사이에 위상차가 나타난다.

•

이와같은 위상차에 의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선편광되기도 하고, 원편광되기도
하고, 타원편광이 되기도 한다.

•

CELL 의 두께(Cell Gap)를 조절하면, CELL 을 통해서 나오는 빛이 두 번째 편광자
축과 평행한 선편광이 나오도록 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는 빛이
투과된다.

•

그리고 전압을 인가하면 액정 분자들이 기판에 수직하게 배열되므로 빛은 위상차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 따라서 빛을 차단 시킨다.

•

STN LCD 는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구동된다.

▲ TFT LCD
•

이러한 STN LCD 도 느린 응답 속도, Color 화의 어려움, 적은 Cell Gap 허용 편차,
Gray Scale 표시의 어려움 등의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

이의 해소를 위하여 Active Matrix LCD(TFT Thin Film Trasistor LCD)가 고안 되었다.

•

이 AM TYPE LCD 는 STN 의 대부분의 단점을 해소하였으나, Cost Down 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