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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ptical diffuser for direct-lit LED backlight unit was prepared by using extrusion compounding followed by

thermoforming process.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with superior optical characteristics and polycarbonate (PC)

with good thermal property were used as base resins, and crosslinked polystyrene (PS) and PMMA beads as diffusing

agents were incorporated into resin matrix to derive light scattering and diffusing action. In the compounded plate, the

diffusing beads were observed to be dispersed uniformly and distinctly in the continuous phase. The inclusion of polymeric

beads up to 3 wt% substantially enhanced the optical characteristics such as luminance, luminance uniformity, haze for

the diffuser. Two different diffusers of PC and PMMA-based compound with various compositions were compared in

terms of measured optical,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which would be expected to be utilized for the industrial

application of LED backligh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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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액정표시장치(Liquid Crystal Display, LCD)는 LCD-

TV, 컴퓨터 화면, 스마트폰, 휴대용 정보처리 기기 등

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평판디스

플레이(Flat Panel Display, FPD)산업에서 매우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제품의 경량화,

슬림화 및 대면적화와 같은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

면서 고효율 및 고기능성의 LCD를 개발하기 위한 다

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5]. LCD는 비발광체인

액정으로 인하여 광원과 광학소재로 구성된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s, BLU)을 필요로 한다. LCD의 광원

으로 그 동안 냉음극형광램프(Cold Cathode Fluorescent

Lamp, CCFL)가 주로 사용되어져 왔으나, 색 재현성이

우수하고 수명이 길며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LED(Light Emitting Diode)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학소재는 직하형 BLU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사쉬트, 확산판, 휘도향상필름(Brightness

Enhancement Films, BEF), 이중휘도향상필름(Dual

Brightness Enhancement Film, DBEF) 등으로 구성된

다[6-8]. 최근에는 다기능성 복합쉬트를 제조하여 광학

쉬트의 수를 줄이거나 필요성이 적은 쉬트를 제거하는

방법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9,10].

광학소재 중 확산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광원으

로부터 나오는 빛을 굴절 작용에 의해 산란시키고 확

산시킴으로써 점 광원 또는 선 광원을 2차원적인 면

광원의 형태로 변환시키고 휘도 균일도를 높이는 역할

을 하며, 동시에 광원의 형상을 은폐시키고 각 소재를

지지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확산판 제조에 다양한 방법†E-mail : wookim@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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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용되고 있다. 표면 패턴형 확산판(surface-

patterned diffuser)은 표면에 형성된 미세구조의 3차원

패턴에 의해 광 산란을 유도하게 되며, 이러한 미세 산

란패턴(scattered pattern)들을 고분자 쉬트 표면에 도입

하기 위해 기계적인 가공공정, PDMS금형필름 성형,

고온 엠보싱, 롤러 압출공정 등의 방법들이 개발되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응용되고 있다[3,11]. 그러나 이

러한 패턴 제조공정은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

라 구현 가능한 3차원 패턴 구조와 크기에 한계가 있

어서 고효율의 확산판 제조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확산판에서의 광 산란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

로 표면 패턴 성형 대신에 코팅 및 컴파운딩 공정에 의

한 표면 및 벌크내의 입자 분산 기술을 확산판 제조에

이용하기도 한다. 코팅형 확산판(coated diffuser)의 경

우 코팅층에 포함된 비드의 크기, 함량 및 층 두께 등

이 확산판의 광학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

다[12]. 또한 컴파운딩 압출 공정법은 광 확산 비드를

고분자 매트릭스 수지에 용융 및 혼련 과정을 통하여

분산시키고, 동시에 캐스팅 롤(casting roll)을 통해 확

산판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단일층 구조의 확산판 제

조가 가능하며 공정성 및 제품 성능 면에서 다른 제조

법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polymethylmethacrylate,

PMMA)는 광투과율 및 탁도 면에서 우수한 광학 특성

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 면에서도 타 수지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그 동안 확산판용 매트릭스 수

지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PMMA 수지는 광

학적 성질은 탁월하나 열적 안정성 및 기계적 성질이

취약하여 직하형 LCD의 슬림화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BLU 내 램프와 확산판

사이의 간격의 축소는 LED 광원을 이용한 직하형

LCD의 슬림화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전

체적인 휘도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휘도 균일도를 감

소시키게 된다[13]. 또한 고온의 램프로부터 지속적으

로 전달되는 열에너지로 인하여 확산판이 왜곡되는 현

상 (warpage)이 발생될 수 있다[3,14].

본 연구에서는 기본 매트릭스 수지로 PMMA 수지

와 우수한 열 안정성 및 기계적 물성을 갖는 폴리카보

네이트(polycarbonate, PC)를 사용하고, 광 확산제로는

가교 폴리스티렌(polystyrene, PS) 비드와 PMMA 비드

를 첨가하여 이축압출 컴파운딩 공정에 의해 확산판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PC 및 PMMA 컴파운드형 확산판

의 광학적 특성, 열 및 기계적 성질, 모폴로지 등을 상

호 비교 분석하고 관찰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LED BLU용 확산판으로 사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중

요한 물성은 광학적 특성과 열 및 기계적 성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성을 고려하여 PMMA(VH-001,

대산MMA사)와 PC(PC-1100, 호남석유화학사) 수지를

컴파운드형 확산판 제조를 위한 매트릭스 수지로 사용

하였다. Table 1에 본 실험에서 사용된 PMMA 및 PC

매트릭스 수지의 기본 물성을 나타냈다.

광 산란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확산제로는 평균

입경이 3 µm이고, 굴절률이 각각 1.591과 1.490인 구

형의 PS 비드와 PMMA 비드(비드엔마이크로사)를 사

용하였다. 컴파운드형 확산판에서의 광 산란은 연속상

인 매트릭스 수지와 분산상인 고분자 비드와의 굴절률

차이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고려하여 PMMA 수지

에는 PS 비드, PC 수지에는 PMMA 비드를 각각 혼합

하여 컴파운드를 제조하였다. 이 때 컴파운드를 구성하

는 비드의 조성은 각각 1, 3, 5 wt%가 되도록 하였다.

2.2. 실험방법

매트릭스 수지와 확산 비드에 흡착된 수분은 압출

공정 중 기화에 의해 기포를 발생시켜 물성 저하를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압출기에 투입하기 전 진공건조

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건조하였다. 건조온도는 PMMA

수지의 경우 85oC, PC 수지와 비드의 경우 100oC이며

건조 시간은 모든 재료에 대해 동일하게 4시간으로 고

정하였다. 건조된 수지 및 비드를 컴파운딩 가공 장비

에 투입하기 전 건조 블렌딩(dry blending) 방법에 의

해 확산 비드가 매트릭스 수지(PC, PMMA)상의 전체

영역에 분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컴파운딩 가공 장비

Table 1. The basic properties of PMMA and PC resins.

Classification Unit PMMA PC

HDT 1) ℃ 100 130

VST 2) ℃ 107 150

Haze g/10min 2 10

Density kg/cm2 785 638

Melt Flow Rate g/cm3 1.18 1.2

Tensile Strength % < 0.2 < 0.8

Light Transmittance % 93 89

Refractive Index - 1.490 1.585
1) HDT : Heat Distortion Temperature
2) VST : Vicat Soften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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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동일방향 회전(co-rotating) 방식의 이축 압출기

(SM PLATE사)를 사용하여 용융 및 혼련과정을 통해

컴파운드 복합체를 펠렛 형태로 제조하였다. 스크류 직

경이 35φ이고 길이와 직경의 비(L/D)가 40인 제원을

갖는 이축 압출기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PC 및

PMMA 수지의 용융온도 및 유변물성 등을 고려하여

매트릭스 수지에 따라 다른 압출 공정조건이 적용되었

다. PMMA 컴파운드를 제조할 때는 스크류 속도

380 rpm, 배럴 내 온도 220-260oC 다이 온도 250oC로

하였으며, PC 컴파운드의 경우에는 스크류 속도

500 rpm, 배럴 내 온도 260-300oC, 다이 온도 300oC로

하였다. 수냉식으로 냉각 처리된 복합물은 수분을 함유

할 수 있으므로 85oC에서 4시간 동안 다시 진공건조

후 압축 성형기(SHINBO TECH사)를 이용하여 두께

1.3 mm의 확산판을 제조하였다. 압축 성형의 경우에도

컴파운드에 따라 2 단계로 이루어진 다른 공정조건을

사용하였다. PMMA 컴파운드의 경우 1단계(온도

220oC, 압력 5 t, 가열시간 5분)에서 2단계(220oC, 30 t,

4분) 조건으로 수행하였으며, PC 컴파운드의 경우 1단

계(300oC, 5 t, 5분)에서 2단계(300oC, 30 t, 4분) 조건으

로 수행하였다.

2.3. 특성분석

일반적으로 확산판의 광학성능은 휘도, 광투과율, 탁

도 등의 결과로부터 평가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제조된 확산판의 휘도를 측정하기 위해 반사필름이 장

착된 직하형 LED 모듈을 활용하였으며 발광영역을

200 × 200 mm로 제한하였다. 램프와 램프 사이의 간격

은 가로 24.2 mm, 세로 14.2 mm이다. 모듈 위에 제조

된 확산판을 배치한 후 9개의 일정 영역으로 나누어

각 지점 중심에서의 휘도를 휘도측정장비(CA-210,

KONICA MINOLTA사)를 이용하여 면에 수직방향으

로 측정하였다. 이 때 램프와 확산판의 간격은 9.2 mm

이다. 광투과율과 탁도는 헤이즈미터(NDH200N,

NIPPON DENSHOKU사)로 ASTM D1003에 근거하

여 동시에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를 토대로 광학성능

평가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매트릭스

내 비드의 분산 상태 및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주

사전자현미경(SEM, S4800, HITACHI사)을 사용하였

고, 원료 조성비에 따른 열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차주사열량계(DSC, SEIKO EXSTAR 7000, SEIKO

사)를 이용하여 유리전이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이 때

공정조건은 승온속도 10oC/min 조건으로 30-200oC 온

도범위에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기계적 특성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해 점탄성측정장비(DMA, SS6100,

SEICO사)로 ASTM D4065에 근거하여 측정하였으며,

진동수(frequency) 1 Hz, 진폭(strain amplitude) 0.1 %,

승온속도 3oC/min 조건으로 30-180oC 온도범위에서

측정하였다. 시편은 가로 1 cm, 세로 6.5 cm 크기고 절

단하여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확산판은 광을 산란 및 확산시켜 휘도 균일도를 높

일 뿐만 아니라 램프의 형상을 은폐하며 절대 휘도를

상승시키는 역할도 한다. 즉, LED 램프에서 나오는 광

이 확산판 하면에 도달하면서 1차적으로 굴절이 일어

나게 되고, 이어서 매트릭스 내에 존재하는 비드에 의

해 수 회 확산 굴절되면서 휘도의 균일도가 높아지게

된다. 또한 빛의 방향이 굴절에 의해 법선방향으로 집

광되기 때문에 절대 휘도 상승의 원인이 된다.

Fig. 1은 비드 함량에 따른 PMMA 및 PC 확산판의

휘도를 나타낸 것이다. 휘도는 확산판의 9개 영역에서

측정된 수치의 평균을 취하였다. 순수 PMMA 및 PC

쉬트의 휘도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비드가 함유

된 확산판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매트릭

스 수지가 굴절 매질이 없는 단일 상으로 이루어져있

어 램프에서 나오는 빛을 확산시키지 못하고 대부분

투과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확산판의 경우 비드에 의

해 빛의 굴절 및 산란 작용으로 앞서 기술한 매카니즘

에 의해 순수 쉬트보다 휘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매트릭스 수지에 비드를 동일 함량 함유한 경

우 PMMA 확산판이 PC 확산판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MMA 확산판은

PS 비드의 함량이 증가될수록 휘도가 급격하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다가  3 wt% 함유 시 순수 수지보다 약

58% 증가한 최대 휘도를 보였고, 5 wt% 함유 시에는

오히려 소폭 감소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비드가 과

량 첨가되면 빛의 확산이 많은 영역에서 일어나 휘도

가 일정 수준까지는 증가하지만 광투과율의 감소와 동

시에 빛의 손실도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휘도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PC 확산판의 경우에도

3 wt% PMMA 비드 함유 시 약 50% 증가한 최대 휘

도를 나타냈으나 그 이상 함유된 경우 감소하는 결과

를 보였다. 이와 같이 매트릭스 수지에 동일한 크기와

굴절률을 갖는 입자의 함유량이 증가될수록 확산판의

휘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Gurel 등[15]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이로써 PMMA 및 PC 확산판은

각 비드 함량이 3 wt% 함유했을 때 가장 우수한 휘도

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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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에 의해 발생된 빛이 확산판을 투과할 때 전체

영역에서 고르게 확산되지 않으면 휘도의 감소뿐만 아

니라 화면에 얼룩무늬 또는 무라(Mura)현상으로 나타

나게 되어 LCD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휘도 균일도는 확산판의 광학성능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아래 식과 같이 측정한다. 

Luminance Uniformity(%) = Lmin / Lmax× 100    (1)

즉, 확산판의 여러 지점에서 측정된 휘도 중 최저 휘

도수치(Lmin)를 최대 휘도수치(Lmax)로 나누어 백분율을

취함으로써 결정된다.

Fig. 2는 비드 함량에 따른 PMMA 및 PC 확산판의

휘도 균일도를 나타낸 것이다. 순수 PMMA 쉬트의 휘

도 균일도는 약 80 %로 나타났고, PS 비드가 1 wt%

첨가된 경우 약 90 %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비드 함

량이 더 증가한 경우에도 93 %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

하였다. 이는 순수 PMMA 쉬트의 경우 광 확산이 거

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LED 광의 세기가 측정위치에

따라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반면, 비드가 함유된 확산판은 광이 확산작용에 의해

확산판 전체 영역에서 균일해짐에 따라 휘도 균일도가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 진다. 순수 PC

쉬트의 휘도 균일도는 약 75%로 나타났고, PMMA 비

드가 1 wt% 첨가된 경우 약 84%, 그리고 3 wt% 이상

첨가된 경우 91% 이상을 유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

다. 이로써 휘도 균일도는 비드 함량이 적정 수준 이상

이 되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탁도는 확산판에서 입사광에 대한 산란 및 확산의 정

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디스플레

이 BLU에 적용되는 확산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탁도가 요구되는데, 이는 확산판의 휘도 균일도를 상승

시키고 램프의 점광원을 면광원으로 효율적으로 변환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탁도가 높으면 광투과

율이 떨어지게 되어 결국 휘도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휘도 상승의 원인이 되는 광

투과율과 높은 휘도 균일도에 기여하는 탁도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동시에 증가시키는 것이 직하방식 LED

BLU용 확산판 개발에 있어서 기술적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다.

Fig. 3은 비드 함량에 따른 PMMA 및 PC 확산판의

탁도를 나타낸 것이다. 순수 PMMA 및 PC 쉬트는

8%로 낮은 수준의 탁도를 나타내어 앞서 언급한 이유

Fig. 2. Luminance uniformity of PMMA and PC-based

diffusers containing various bead contents.

Fig. 3. Haze of PMMA and PC-based diffusers containing

various bead contents.

Fig. 1. Luminance of PMMA and PC-based diffusers

containing various bea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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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은 휘도 균일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

드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빛의 산란과 확산이 더 많은

영역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탁도가 증가하게 된다. PS

비드를 1 wt% 함유한 PMMA 확산판은 약 90%,

5 wt% 함유 시에는 94%까지 증가하였으며, PMMA

비드를 1 wt% 함유한 PC 확산판은 약 40%, 5 wt% 함

유 시에는 94%까지 증가하였다. 이로써 PMMA 수지

가 PC 수지보다 탁도 측면에서는 양호한 광학적 특성

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Fig. 4는 비드 함량에 따른 PMMA 및 PC 확산판의

광투과율을 나타낸 것이다. 비드 함량이 증가될수록 탁

도가 증가하면서 광투과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PMMA 확산판의 경우 91%에서 PS 비드 5 wt%

함유 시 58%까지 감소하였고, PC 확산판의 경우 90%

에서 PMMA 비드 5 wt% 함유 시 64%까지 감소하였

다. 광투과율과 휘도와의 관계에서 광투과율이 감소하

면 일반적으로 휘도가 낮아지지만, 탁도가 증가하면서

균일도의 상승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휘도가 증가한 것

으로 예측된다.

Fig. 5는 비드 함량에 따른 PMMA 및 PC 확산판의

단면을 촬영한 SEM 사진이다. 모든 확산판에서 구형

의 비드가 균일하게 분산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각 비드를 1, 3 wt% 함유한 PMMA 및 PC 확산판의

경우 약 3 µm 직경의 구형 비드가 관찰되었지만,

5 wt% 함유한 확산판은 직경이 3 µm 이상의 입자가

관찰되었다. 이는 컴파운딩 공정 시 입자들의 상호 결

합에 의해 응집현상이 발생하여 큰 도메인을 갖는 비

드상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광 확산성

이 저하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확산판 휘도의 감소요인

으로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LED 광원에 의해 발산

된 열에너지는 지속적으로 확산판에 전달되기 때문에

내열성 및 기계적 물성이 약한 재료의 경우 뒤틀림이

나 휨 현상이 발생하여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근

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 제조된 확산판의 열 및 기계

적 물성을 측정하여 실제 LCD BLU 확산판용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먼저 순수 매트릭스

수지와 3 wt% 비드를 함유한 확산판의 열분석 결과를

Fig. 6에 나타냈다. 순수 PMMA는 113oC에서 흡열 피

크가 나타난 것에 비해 PMMA 확산판은 117oC에서
Fig. 4. Light Transmittance of PMMA and PC-based

diffuser containing various bead contents.

Fig. 5. SEM microphotographs of PMMA-based diffuser with (a) 1wt%, (b) 3wt%, (c) 5wt% of PS bead, and PC-based

diffuser with (d) 1wt%, (e) 3wt% of PMMA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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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어 유리전이온도가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매트릭스 수지와 비드의 우수한

상용성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순수 PMMA보다

비드를 함유한 PMMA 확산판의 유리전이온도가 증가

한 결과는 Kim에 의해서 보고되기도 하였다[1]. 

반면, 순수 PC와 3 wt% 비드를 함유한 PC 확산판의

유리전이온도는 모두 150oC 부근에서 관찰되어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PC 수지와 비드와의 낮은

상용성으로 인하여 가교 비드가 PC 수지의 유리전이

온도 상승에 기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Fig. 7은 순수 매트릭스 수지와 3 wt% 비드를 함유

한 확산판의 기계적 물성(elastic modulus)을 분석한 결

과이다. 순수 PMMA는 110oC, 순수 PC는 145oC 부근

에서 급격한 탄성률의 감소가 시작되어 유리전이 영역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순수 수지에 비드가 첨가되면

탄성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MMA의 경우

100oC까지 유리 상태(glassy state)를 유지하다가

130oC 부근부터 고무 상태(rubbery state)로 전이되었으

며, PC의 경우 140oC까지 유리 상태를 유지하다

180oC부터 고무상태로 전 이되었다. 유리 상태를 유지

하는 온도범위 내에서 약 70oC 이하의 저온 범위에서

는 PMMA의 탄성률이 PC보다 높지만 70oC 이상의

고온 범위에서는 PC가 더 높은 탄성률을 보였다. 실제

LCD에서 BLU 내부의 온도가 LED 램프의 열에 의해

90oC 이상 올라가게 되므로 열적, 기계적 물성 면에서

는 PC계 확산판이 PMMA계 확산판보다 더 적합한 물

질로 판단 되어진다.

4. 결 론

이축 압출공정을 이용하여 가교 PS 비드 및 PMMA

비드를 각각 PMMA 및 PC 매트릭스 수지상에 분산시

킨 컴파운드형 확산판을 제조하였다. 확산 비드는 압출

공정을 통해 매트릭스 수지상에서 균일한 분포 상태를

보였으며, 궁극적으로 휘도 균일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

여하였다. 특히, 소량(1 wt%)의 비드만 함유되어도 순

수 매트릭스 수지에 비해 급격한 휘도의 상승을 보였으

며, 3 wt% 함유한 확산판에서 최대 휘도를 나타냈다.

PMMA계 확산판은 절대휘도, 탁도, 광투과율 등의 광

학적 특성이 우수하였으며, PC계 확산판은 내열 특성

및 기계적 성질(elastic modulus)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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