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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an attempt to enhance the visibility of laser beam, we have investigated a black matrix with scattering 

particles by ray tracing simulations. As the scattering particle density is increased, the detected power by the receiver 

is increased, thereby enhancing the visibility. In reality, the visibility is reduced with increasing incident angle (away 

from the normal incidence) of laser beam, a phenomenon also observed by ray tracing simulations. I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mean path is increased within a highly absorptive BM layer or a smaller number of rays hit the BM area 

when the incident angle is high. Embedding a number of scattering particles into BM may bring in crosstalk among 

pixels. However, it is negligible because scattered rays inside highly absorptive BM are re-scattered due to the high 

scattering particle density, decreasing the power of scattered rays into the activ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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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대형 LCD(Liquid crystal display) 모니터는 TV 역할뿐만 아

니라 회의나 세미나 발표 시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대

신하여 자주 사용된다[1]. 이때 모니터에 나타나는 내용을 

레이저 포인터의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패널의 빛 반사 및 흡수에 의해 

레이저 빔의 시인성이 일반 스크린에 비해 매우 낮다. 이

러한 현상은 레이저 빔을 모니터 측면에서 비스듬히 비

출 때 더 심하게 나타난다. 즉, 모니터 상에서의 레이저 

                                                                                                          
†
E-mail: pjwup@koreatech.ac.kr 

빔 세기가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난다. 디스플레이 

패널에 입사하는 레이저 빔의 반사 각도에 있는 사람에

게는 시인성이 우수하나 그렇지 않은 각도에서는 시인성

이 낮아 회의나 세미나 집중을 유도하기가 어렵다. 이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조 및 재료에 기인한다. 디스플레이 

패널은 외부에서 패널 내부로 강화유리/컬러필터(color filter, 

C/F) 기판(유리)/Black matrix(BM)/공통전극/액정/TFT backplane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2-4]. 강화유리나 컬러필터 기판에

서 일부 레이저 빔의 반사 및 흡수가 일어나고 화소 경계

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빛의 투과도가 3% 이하로 매

우 낮은 BM에서 많은 흡수가 일어난다. BM은 빛 흡수

(95%)를 위하여 carbon black이나 titanium nitride 입자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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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ing agent가 확산되어 있는 resin으로 제조된다[5-7]. BM

에 흡수되지 않고 패널 내로 입사된 레이저 빔은 다른 물

질에 의해 대부분 흡수되거나 구조물에 의해 갇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빔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scattering particle이 분산된 BM 구조에 대해 연구하였다. BM

에 입사하는 레이저 빔은 scattering particles에 의해 Mie 산

란되어 시인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광선 추적 툴(Ray tracing tool, LightTools 7.0 [8])을 이용하여 실

제 패널과 유사한 모형을 전산모사하였다. 먼저 산란 입

자의 밀도 및 BM 투과도에 따른 시인성을 분석하고 레이

저 빔의 입사각도에 따른 시인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더 

나아가 산란입자에 의한 픽셀간 crosstalk에 대해서도 연구

하였다. 

 

2. 광 추적 전산모사 

 

Fig. 1은 광선 추적 전산모사를 위하여 사용한 BM 구조

를 보여준다. 유리(커버 유리 + C/F 유리)는 총 1.4mm 두께

로 굴절률 1.54, 투과율은 두께 0.7mm에서 90%로 설정하

였다. C/F glass 위에 형성되는 BM은 두께 1.5µm, 굴절률 1.6, 

1.5µm 두께에서 투과율 3%을 갖는다. BM 구조는 65inch 4k 

UHD TV에 해당하는 37.78PPI 해상도를 갖도록 설계하였

다. 즉 370µm×370µm 크기의 dot 안에 active 영역이 88µm×

281µm인 sub-pixel 3개가 존재하며 BM 가로줄 폭은 88µm, 

세로줄 폭은 35µm이다. BM층 내에서 Mie scattering을 유도

하기 위하여 굴절률 2.4, 직경 1µm를 갖는 Mie scattering 

particles을 설정하였다. Scattering particle density는 107 ~ 1010mm-3  

 

 

 

Fig. 1. Schematic view of layer structure used for ray tracing 

simulations. 

범위 내에서 변화시키면서 빛 산란 영향을 조사하였다. 

나머지 패널부는 온전히 BM층의 scattering particle에 의한 

빛 산란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히 100% 빛 흡수체(absorber, 

두께 0.7mm, 굴절률 1.7)로 대체하였다. 레이저 포인터에 

해당하는 소스는 4.5mm2 면적을 갖는 원형으로 복사파워 

100mW로 설정하였으며 사용된 총 ray 수는 3,000,000개로 

하였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레이저 빔의 입사는 패널

과 수직이다(수직 입사). 산란된 빛을 검출하는 receiver는 

20mm×20mm 크기로 bin을 30×30으로 분할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3.1 산란 입자의 영향 

 

 

(a) 

 

 

(b) 

Fig. 2. Simulation images of ray detection by the receiver in 

the BM structure (a) without and (b) with scattering 

particles. 

 

산란입자에 의한 레이저 빔 산란 효과를 육안으로 확

인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BM층 scattering particle 유무에 

따른 광선 추적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Fig. 2(a)에서 보듯

이 산란 입자가 없는 경우 레이저 포인터의 빔은 산란없

이 패널 absorber에 전부 흡수된다. 하지만 Fig. 2(b)에서 보

듯이 산란 입자 밀도가 1×109mm-3인 경우 레이저 빔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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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되어 receiver에 검출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란 입자에 

의해 산란된 광선중 일부분은 커버 유리와 air 계면에서 전

반사에 의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Receiver의 면적은 산란되어 바깥으로 나오는 모든 ray

를 검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으나 대다수의 광선은 

입사하는 레이저 빔 부근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receiver

에 검출된 광선의 수에 따라 Fig. 2(b)에서 보듯이 2D raster 

chart, 즉 산란되어 나오는 광선의 분포를 알 수 있다. 

 

3.2 산란 입자 밀도의 영향 

1.5µm 정도로 두께가 얇은 BM에서 산란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해서는 산란 입자의 밀도가 높아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란 입자 밀도를 107 ~ 1010mm-3까지 증

가하면서 receiver에 검출되는 광선 분포와 파워를 측정하

였다. Fig. 3에서 보듯이 산란 입자 밀도가 증가할수록 원

형 형태의 광선 분포가 얻어짐을 알 수 있다. 즉, 광선이 

360도 전 방향으로 균일하게 산란됨을 의미한다. 이 산란

된 광선의 분포는 입사하는 레이저 빔의 분포보다 훨씬 

넓게 관찰된다. 이와 함께 검출되는 파워도 산란 입자 밀

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다(Fig. 4). 산란 입자 밀

도 1×109mm-3에서 0.52mW, 1×1010mm-3에서 2.78mW의 광선

이 산란되었다. 입사 빔의 파워에 비해 산란된 광선의 파

워가 낮은 이유는 BM의 흡수율이 95%로 높기 때문이  

 

  
 (a) (b) 

  
 (c) (d) 

Fig. 3. Simulation images of scattered ray distribution over 

the receiver for the scattering particle density of (a) 

1×106 mm-3, (b) 1×107 mm-3, (c) 1×108 mm-3, and (d) 

1×109 mm-3. 

 
Fig. 4. Simulation result of detected power as a function of 

the scattering particle density. 

 

다. 즉 산란되어 나오는 광선이 BM층을 빠져 나오면서 

intensity가 감쇄하기 때문이다. 

만약 BM이 1.5µm 보다 훨씬 두껍고 빛을 흡수하지 않

는 투명 물질이라면 산란 입자 밀도가 증가할수록 산란

되는 광선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한다. 즉, 너무 높은 밀

도에서는 BM층 안에서 산란된 광선은 산란 입자에 의해 

재 산란되면서 갇히게 된다. 하지만 실제 BM은 두께가 

얇고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density가 증가할수록 선형적

으로 증가한다. 그 이유는 BM 안에서 산란된 광선은 대

부분 흡수되고 BM층 외곽에 위치한 산란 입자에 의해 주

로 산란되기 때문이다[9]. 

 

3.3 BM 투과도의 영향 

 

 
Fig. 5. Simulation results of detected power as a function 

of the scattering particle density for different 

transparency of BM 

 

비록 실제 BM의 투과도는 3% 정도로 낮지만 BM 투과

도에 의한 빔 산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투과도를 3%

에서 10%까지 증가시키면서 산란 입자 밀도에 따른 검출 

파워를 조사하였다. Fig. 5에서 보듯이 BM 투과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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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당히 작게 나타났다. 이는 BM의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투과도가 증가하더라도 그 영향은 작다. BM 투과

도의 영향은 BM의 두께가 10µm 이상으로 두꺼울 경우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BM 투과도가 증가하면 화소와 화

소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져 화소간 혼색이 나타날 수 있

음을 고려해야 한다. 

 

3.4 레이저 빔 각도의 영향 

실제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레이저 빔

의 입사는 모니터와 수직이 아닌 비스듬한 각도를 가진

다. 이 경우 일부 레이저 빔은 패널에 의해 반사되고 대

다수는 흡수가 일어난다. 즉,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비스

듬해질수록 시인성은 더 낮아진다. 따라서 레이저 빔의 

시인성은 실제 사용환경과 비슷한 상황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레이저 빔의 입사 각도를 0도(수직입사)

에서 80도까지 증가하면서 검출 파워를 계산하였다. Fig. 6

은 2D raster chart로 서로 다른 입사각에서 관찰된 산란된  

 

  

 (a) (b) 

Fig. 6. Simulation images of scattered ray distribution over 

the receiver for the scattering particle density of 

1×109 mm-3 when the laser beam angle is (a) 0º and 

(b) 60º. 

 

 
Fig. 7. Simulation results of detected power as a function of 

the laser beam angle. 

광선의 분포를 보여준다. 수직 입사에 비해 입사 각도가 

증가할수록 산란 분포가 넓어짐을 알 수 있다. 산란 분포

가 넓어져서 시인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Fig. 7에서 

보듯이 실제 상황에서와 비슷하게 검출되는 파워는 감소

한다. 이는 패널을 비스듬히 볼 때 레이저 빔이 보는 BM

의 단면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광선의 BM내 평균 경로

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3.5 픽셀간 Crosstalk 

보통 BM의 투과도는 3%정도로 매우 낮다. 따라서 화

소간 경계가 뚜렷해진다. 하지만 BM층에 scattering particles

을 첨가할 경우 화소간 crosstalk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는 1W의 파워를 갖는 광원의 빛을 패널부에서 커버 유리

쪽으로 비추었다. 이때 Fig. 1의 absorber는 투과율 100%로 

투명 처리하였으며 BM층 산란에 의한 색 crosstalk만을 조

사하기 위하여 active 영역(BM외 영역)으로 나오는 광선은 

receiver에 검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흡수층을 배치하였다. 

Fig. 8은 receiver에 검출된 광선의 분포를 보여준다. 산란 

입자 밀도가 낮은 경우 active 영역으로의 빛 산란 없이 

BM 영역으로만 투과도에 상응하는 광선이 나옴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산란 입자 밀도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active 영역으로 빛 산란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화소간 crosstalk을 초래할 수 있다. Fig. 9는 Fig. 8의 상부 픽

셀 영역에서 가로 방향으로 추출된 광선 분포를 보여준

다. 결과에서 보듯이 산란 입자 밀도가 높을수록 BM 영

역에서 나오는 광선 수는 오히려 감소하지만 active 영역

에서의 광선 검출은 증가한다. 하지만 Table 1에서 보듯이 

BM영역을 통과하여 receiver에 검출되는 광선의 파워는 

입자 밀도 1×108mm-3에서 0.01W 정도로 광원 파워(1W)에 

비해 1% 정도에 매우 낮다. 입자 밀도 1×109mm-3에서는  

 

  
 (a) (b) 

Fig. 8. Simulation images of pixel color mixing for the 

scattering particle density of (a) 1×107mm-3 and  

(b) 1×109mm-3. 



 

 박준범 · 신동균 · 한승조 · 박종운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6권 제4호, 2017 

 

 

40 

산란 입자에 의한 재 산란으로 검출 파워가 0.6%로 더욱 

낮게 나타났다. BM 영역으로 나온 광선의 파워를 제외하

면 active 영역으로 나타나는 파워는 더욱 낮기 때문에 산

란입자에 의한 화소간 crosstalk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9. Simulation results of detected ray distribution for 

different scattering particle density extracted along 

the horizontal line near the center of the upper pixels 

in Fig. 8. 

 

Table 1. Summary of detected ray number and power from 

the BM structure for different particle density. 

Density 

(107mm-3) 

Detected ray 

number(106) 
Detected power(W) 

1 1.24 0.015 

5 1.21 0.015 

10 1.17 0.014 

50 0.89 0.0102 

100 0.63 0.0066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빔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산란 입자를 갖는 BM 구조에 대해 ray tracing tool을 이

용하여 연구하였다. 산란 입자 밀도가 증가할수록 시인성

이 향상되지만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증가할수록(수직입

사에서 멀어질수록) 시인성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레이저 

빔의 입사각이 증가할수록 산란된 빛의 분포가 더 넓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산란 입자에 의한 화소간 crosstalk

는 산란 입자의 밀도가 높다 해도 BM 물질의 낮은 투과

도로 인해 염려할 정도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BM층과 별도로 산란층을 구비한다면 시인성을 더욱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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