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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d the laminate thin film asymmetric Extruded-closed-polygon diffusion pattern 

that was abl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back light unit. Developed a pattern of 

brightness and bright line, half-power angle attribute the improved performance in the 

uniform, and through the formation of a thin film stackable diffusion layer 970% improved 

perpendicularity brightness, and 580% improved horizontality brightness 

 

LCD 는 경량, 박형화에 장점이 있어 노트북, 

모니터, 대형 TV 와 휴대전화, PDA 등의 중소

형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최근 휴

대폰과 노트북의 보편화로 인하여 고품질의 

LCD 가 요구되고, 그로 인하여 LCD 의 응답속

도, 광시야각 개선, 고휘도 구현, 박형 경량화 

등이 이슈화됨에 따라 도광판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1]. 도광판은 표면에 광반사 패턴이 

형성되어 있어 BLU 의 광원을 화면 전체에 전

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휴대용 LCD 가 

박형화 되고 저 전력화가 요구됨에 따라 광학 

기능 등이 복합되어 있는 차세대 도광판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여러 형태의 개발된[3] 도광

판를 이용하여 도광판 상부에 집광패턴을 적층

화하여 BLU 의 박형화와 광학적 특성평가를 

하였다. 

1. 박막 적층 도광판의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박막 적층형 도광판 백

라이트의 수직구조는 Fig. 1 과 같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에지형 방식의 BLU 는 반사시트, 

도광판으로 이루어지고, 도광판의 박형화를 위

해 여러 형태의 개발된 광확산패턴를 박막적층

하여 기존의 도광판에 비해 두께를 줄이고, 확

산패턴 배치를 도광판에 랜덤한 각도로 배치하

여 LED 광원을 사용하는 사이드형 도광판의 

문제점인 휘선, 써치, 암부를 해결하였다[3]. 

또한 일부 존재하는 휘선 및 암부의 문제를 도

광판의 상부에 프리즘 시트 및 집광 시트등, 

확산박막시트 구성하여 해결하였다. 이로서 시

트류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백라이트 유

닛의 박막화 및 경량화를 도모하게 된다. 

2. 박막 적층 도광판의 제작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도광판의 박형화를 위해 

여러 가지의 Extruded-closed-polygon 확산

패턴을 개발한 것을 토대로 적층하여 박형화 

및 휘도를 향상 시켰다[3]. Extruded-closed-

polygon 확산패턴 및 cone 확산 패턴은 도광

판의 두께를 줄이고 반지름 5 μm, 길이 12 μm, 

꼭지각이 55˚  인 원뿔형 보조패턴을 사용한 

패턴이다. 이 패턴은 휘도가 270% 이상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나 가공 상의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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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단점이 있다. Extruded-closed-polygon 

확산패턴 및 상부 반타원형 프리즘 패턴은 상

부에 반타원형 프리즘 패턴을 코팅하여 두께를 

줄인 패턴으로, 휘도 특성은 가장 우수하게 나

왔으나, 휘선에 암부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

이 있다. Extruded-closed-polygon 확산패턴 

및 상부 삼각형 프리즘 패턴은 도광판의 두께

를 줄이고 상부에 삼각형 프리즘 시트를 코팅

한 패턴으로 가장 효율이 좋은 패턴이다. 도광

판 하부 면의 파라미터는 가로 70 μm, 세로 

22 μm, 깊이 20 μm, α각도가 45˚ 이며, 상부

면은 꼭지각 100˚ , 깊이 10 μm 형태의 프리

즘 패턴을 Fig. 2 에 나타냈다. 도광판 상부의 

Interlayer 코팅은 투명하고 굴절률이 약 1.64, 

투과율 90% 이상인 Parylene 을 CVD 방법으

로 3 μm 적층하였다. 제작한 도광판의 적층 

전과 적층 후의 수직 시야각 특성 및 휘도 특

성을 Fig. 3 에 나타냈다. 적층후 실험치가 적

층전보다 시야각 특성 및 반치각 특성이 우수

하게 나타났고, 휘도가 970% 향상되었다. 수

평 시야각 특성 및 휘도 특성은 Fig. 4 에 나

타냈다. 수평 시야각 특성과 마찬가지로 적층

후 실험치가 적층전보다 시야각 특성 및 반치

각 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났고, 휘도가 580% 

향상되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박막 적층 비대칭 Extruded-

closed-polygon 형 BLU 를 제안하였다. 적층 

후 광학적 특성 평가를 한 결과 휘도 및 휘선, 

반치각 특성 등에서 균일하게 성능이 향상되었

다. 특히, Extruded-closed-polygon 확산패턴 

및 상부 삼각형 프리즘 패턴을 적층시켰을 때 

가장 효율적 이었으며, 수직 휘도값은 970% 

향상되었고, 수평 휘도값은 580%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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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박막적층형 도광판 백라이트 수직구조

           (a) 하부             (b) 상부 

Fig. 2 도광판의 상하부 확산패턴 

Fig. 3 수직 시야각 대 휘도값 도광판의 
시야각 특성 및 휘도 분포 

Fig. 4 수평 시야각 대 휘도값 도광판의 
시야각 특성 및 휘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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