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VII9 Optical Society of Korea Annual Meeting 2007 (2.8~9, 2007)

261

플라스틱 광섬유를 이용한 측면 발광형 디스플레이 구현

Demonstration of side luminescence POF-based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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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광섬유 는 광섬유 자체에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광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외부로 인출(POF)
할 수 있다

(1)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단순한 경관조명 이외에 표시장치 또는 백라이팅 장치를 포함하.

는 조명장치를 구성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이러한 를 이용한 조명장치는 광섬유의 클래딩에 인위적. POF
으로 홈 또는 면을 형성하거나 특정 모양을 새겨서 광의 손실을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밀한 가공.
공정의 제어가 없이는 광섬유 길이 방향에 따라 인출되는 광의 휘도가 불균일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디

스플레이 역할을 구현하거나 원하는 이미지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나타낼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CO2 레이저와 광섬유 측면의 식각 조건에 대한 제어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밀한 가공을 수행하였다
(2)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광섬유에서 클래딩.

의 특정부위만을 보다 정밀하게 가공함으로써 향상된 균일한 휘도를 갖는 발광체를 구현할 수 있었으

며 광섬유 측면 가공 과정에서 식각 깊이를 원활히 조절하여 광섬유 길이방향으로 광 인출의 분포를,
조절 할 수 있었다.

그림 1. CO2 레이저와 정밀 가공 프로그램을 이용한 측면 가공 시스템의 구성도와 가공 단면 확대도 시POF ; (a)
스템 개략도 클래딩이 식각된 측면도 코어에 산란 패턴이 형성된 측면도, (b) POF , (c) POF .

그림 는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에 대한 개략도이다 광원으로는1(a) . CO2 레이저를 이용하였으며 프로
그램으로 제어되는 두 개의 스캐너가 레이저 식각되는 위치와 조건을 조절하게 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서 설계된 식각 조건은 일차원뿐만 아니라 차원의 이미지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는 형상과2 .
크기를 조절하여 차원 이미지를 설계하였고 이를 식각 레이저 시스템에 이미지 데이터를 로딩 함으로2
써 동일한 이미지를 광섬유 측면에 가공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3) 보다 선명한 이미지.
구현을 위해서 본 실험에서는 그림 와 같이 외경이 내외인 일반적인 를 선폭1(b) 1mm POF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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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공하고 그림 와 같이 외경이 이상인 는 선폭 으로 클래딩을500 , 1(c) 3mm POF 1,000 2,000㎛ ㎛ ～ ㎛

가공한 후 코어에 산란 패턴을 형성하였다 그림 는 직경이 인 들을 어레이 형태로 배열한 것. 2 1mm POF
으로 가공 전후의 표면의 모양과 광원을 광섬유에 입사하였을 때의 발광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LED .
광섬유 측면에 세밀한 이미지를 가공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광을 입사함으로써 이미지가 광섬유 측

면을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측면의 클래딩 부분을 가공함으로써 광. POF
섬유 어레이를 구현한다면 보다 넓은 면적의 디스플레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저 가공 조건.
을 보다 최적화하고 식각의 깊이 및 모양 등 식각 조건을 보다 정밀하게 조절한다면 전체적으로 균일한

밝기를 갖는 향상된 를 이용한 디스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POF .

그림 레이저 마킹 기법에 의한 에 구현한 측면 발광형 디스플레이 가공전 어레이2. POF ; (a) POF , (b)
측면 식각된 어레이 식각된 어레이에서의 측면 발광POF , (c) POF

본 연구에서는 원하는 이미지를 원하는 크기 및 형상으로 설계한 후 설계된 이미지 그대로 다수의

를 일렬로 정열한 후에 레이저 가공하여 광섬유의 클래딩을 손상시킴으로써 발광 시 균일한 휘도로POF
발광되어짐과 아울러 단순한 광의 출력이 아닌 설계된 이미지 그대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으며 원하는,
색상으로 광을 입사시켜 다양한 색상을 가지는 디스플레이의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레이저 가공법을. ,
통해 비접촉식으로 빛을 조사함으로서 균일한 선폭으로 원하는 부분만을 가공할 수 있어 복잡한 형상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구현할 수 있으며 레이저 가공 선폭 및 깊이에 따라 인출되는 빛을 조절할 수,
있어서 레이저 가공된 광섬유를 서로 밀착되게 일렬로 정렬된 판상으로 형성시키거나 단면이 원형으로

형성된 샹델리아 등 다양한 이미지 구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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