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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a multi-array needle module developed for coating of high-density cylindrical microlens array (C-MLA), we
have fabricated an anti-Moiré filter for LED screens. The Moiré phenomenon appears due to the interference between
the array pattern of image sensors in a camera and the non-emission area (grid pattern) of a LED screen. To suppress
it, we have employed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and coated it on a glass substrate in the form of a grid and nongrid (parallel lines). We have rotated the needle module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C-MLAs. With this scheme, we
have fabricated the 150 mm × 150 mm anti-Moiré filters where 836 microlens lines are formed. They show the average
width of 255.4 μm, the average distance between CMLs of 94.6 μm, and C-MLA width non-uniformity of 4.7%. We have
shown that the Moiré patterns still appear in the presence of the parallel (non-grid)-type filter, whereas they disappeared
completely by the grid-type filter. I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Moiré patterns are diffused more effectively by the grid-type
C-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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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떨어뜨린다[2]. 화면의 품질을 악화시키는 Moiré 현
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여러 기술들이 제안되었다. 광학
구조의 배치나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기울어진 서브
픽셀 배열을 갖는 다 시점(multi-view) 패널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거나 컬러 필터의 배치를 변경하여 Moiré 패턴을
방지하는 기술이 연구되었다[3,4]. 또 LED 디스플레이의
픽셀과 CCD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어레이 간의 각도를
조절하여 Moiré 패턴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1].
이처럼 광학 구조의 배치나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 말고
도 광 확산기(optical diffuser)를 사용하는 방법 또한 연구되
었다. 마이크로 홈 구조의 도광판(light guides)을 사용하거

1. 서 론

1

최근 light-emitting diodes (LEDs), 3차원 디스플레이들은 고
휘도, 고해상도의 광학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밀
하고 주기적인 광학 구조는 모아레(Moiré) 현상을 발생시
킨다[1]. Moiré 현상은 스크린(screen)과 메쉬 그리드(mesh
grid)와 같이 주기적 구조를 가진 두 개 이상의 것들이 비
선형적으로 결합되어 상호 작용할 때 발생하는 간섭 무
늬로 공간상의 저주파 형태로 나타나 화면의 이미지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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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D 디스플레이의 LED 패널과 패럴렉스 베리어(parallax
barrier) 사이에 광 확산판을 넣어주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5,6]. 이와 같이 Moiré 패턴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
이 연구되었지만 광 확산기를 이용한 연구는 많지 않았
으며 특히 대형 LED 스크린의 Moiré 패턴을 억제하기 위
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배열 니들 코팅을 이용하여 원통
형 마이크로렌즈 어레이(cylindrical microlens array, C-MLA) 기
반 anti-Moiré 필터를 제작하였다. 대면적 anti-Moiré 필터를
제작하기 위하여 다중 배열 니들 코팅 모듈(multi-array
needle coating module)을 개발하였으며 투명 고분자 물질을
코팅하여 C-MLA를 코팅한 뒤 막 특성을 조사하였다. 마
지막으로 LED 스크린에 제작된 anti-Moiré 필터를 적용하
여 Moiré 패턴 억제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a)

2. 실험 방법
마이크로렌즈 기반 anti-Moiré 필터를 제작하기 위하여
Fig. 1(a)와 같은 다중 배열 니들 코팅 모듈 이 설치된 테이
블 코터를 사용하였다. 코팅에 사용된 테이블 코터는 주
입 시린지 펌프(infusion syringe pump), 이동 판(moving plate,
400mm × 500mm), 니들 이동 모듈(moving module, -150mm ~
+150mm), 다중 배열 니들 코팅 모듈, CCD 카메라로 구성
되어있다. 다중 배열 니들 코팅 모듈은 용액을 분할하여
공급해주는 용액 분할 챔버와 니들을 동일한 높이에 일
렬로 위치하게 해주는 정렬부로 구성 되어있다. 다중 배
열 니들 코팅 모듈은 이동 모듈을 통해 y축으로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동 간격은 1µm의 분해능으로 3µm ~
2,000µm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정렬부를 이용하여 11개의
니들을 동일한 높이에 7mm 간격으로 위치하게 설치하였
다. 코팅에 사용된 니들의 내경과 외경은 각각 108µm와
210µm 이고 길이는 38.1mm 이다. 마이크로렌즈 물질로는
1.49의 굴절률과 높은 광 투과율을 갖는 90kg/mol의 분자
량(molecular weight, Mw)의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purchased in Sigma Aldrich)을 사용하였다. PMMA의 용매로는
휘발성이 낮은 dibasic esters (DBE) (끓는점 = 196℃, 증기압 =
0.2mmHg)와 휘발성이 높은 chlorobenzene (끓는점 = 132℃,
증기압 = 9mmHg)을 9:1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25
wt%의 PMMA를 혼합 용매에 넣고 마그네틱 스티어바를
이용하여 80℃에서 12시간 동안 분산하였다. 기판으로는
0.7mm 두께의 유리를 소니케이터(sonicator)와 isopropyl
alcohol (IPA)로 세척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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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1. (a) Image of a table coater with multi-array needle
module used for experiments and (b) grid-type CMLA employed for an anti-Moiré filter.
기판과 니들 사이의 갭과 코팅 유량을 각각 20μm와
3μl/min로 고정한 뒤, C-MLA 간의 간격이 100µm가 되도록
다중 배열 니들 코팅 모듈을 회전시켰다. 이동 판을 코팅
방향(x축)으로 이동시켜 PMMA 용액을 준비된 유리 기판
위에 코팅해 C-MLA를 코팅하였다. 코팅 후 다중 배열 니
들 코팅 모듈을 수직 방향(y축)으로 7.1mm씩 이동시켜 코
팅 하는 방식으로 총 418개의 CML로 구성된 C-MLA를 제
작하였다. 기판을 뒤집고 90° 회전시킨 뒤 같은 방식으로
기판 상부에 코팅된 C-MLA와 수직 되게 기판 하부에 CMLA를 코팅하여 Fig. 1(b)와 같은 grid-type C-MLA 기반 antiMoiré 필터를 제작하였다. 렌즈의 종횡비(두께/폭)를 높이
기 위하여 기판과 니들 사이의 형성되는 메니스커스
(meniscus)가 끊어지기 전까지 코팅 속도를 높여 (최대 코
팅 속도) 좁은 폭의 C-MLA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antiMoiré 필터는 hotplate에서 80℃로 30분간 건조하였다. 코팅
된 C-MLA의 광학이미지와 프로파일(폭 및 두께)을 광학
현미경(BX41M, Olympus)과 3D 레이저 현미경(VK-8700,
KEYENCE)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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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대면적 anti-Moiré 필터를 제작하기 위하여 C-MLA를 다
중 배열 니들 코팅하였다. C-MLA은 구조상 빛을 한 방향
으로만 퍼뜨리기 때문에 C-MLA에 의해 또 다른 Moiré 패
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grid-type CMLA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판의 상∙하부에 형성되는 그
리드 구조는 C-MLA의 밀도를 높여주어 광 확산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코팅된 C-MLA의 광학이미지와 프로
파일을 Fig. 2과 Fig. 3에 각각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최대 코팅 속도인 4mm/s에서 기판
상부에 코팅된 C-MLA의 평균 폭과 두께는 각각 255.4µm
와 3.61µm로 측정되었다. 기판 하부에 코팅된 C-MLA 평
균 폭과 두께는 각각 252.7µm와 3.51µm로 상부에 코팅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기판 상·하부의 CML 폭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평균 CMLs간 간격도 각각 94.6µm와
97.3µm로 유사하였다. 마이크로렌즈의 품질을 정량화 하
기 위하여 코팅된 C-MLA의 폭과 두께 불균일도(nonuniformity)를 아래의 식 (1)과 식 (2)로 각각 계산하였다.
Width non-uniformity =

Wmax -Wmin
Waverage

Thickness non-uniformity =

Tmax -Tmin
Taverage

(a)

(b)

(1)

(2)

Wmax와 Wmin는 각각 최대 CML 폭과 최소 CML 폭을 의
미하고 Waverage는 평균 CML 폭을 나타낸다. Tmax와 Tmin는 각
각 최대 CML 두께와 최소 CML 두께를 의미하고 Taverage는
평균 CML 두께를 나타낸다. 40번째 CML 마다 샘플을 선
택하여 총 10개의 샘플을 이용해 불균일도를 계산하였다.
Table 1에서 보이듯, 기판 상부에 코팅된 C-MLA의 폭과 두
께 불균일도는 각각 4.7%와 14.1%로 계산되었다. 기판 하
부에 코팅된 C-MLA의 폭과 두께 불균일도는 각각 8.9%
와 15.7%로 계산되었으며 기판 상부의 C-MLA 보다 불균
일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균일도 차이는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첫 번째 이유
는 코팅 순서에 따른 기판 하부의 결함이 생기기 때문인
데 기판 상부에 C-MLA를 코팅하고 건조하는 동안 기판
하부에 이물질과 긁힘 등의 결함이 생기며 코팅에 영향
을 준다. 두 번째 이유는 기판 상부에 코팅된 C-MLA에
의한 기판 두께 차이이다. 기판 상부에 코팅된 CML은 위
치 별로 두께 균일도 차이가 있으며 기판 전체에 코팅 되
지 않기 때문에 CML이 코팅된 영역과 코팅 되지 않은 영
역의 두께 차이가 발생한다. 니들과 기판 사이의 갭은

(c)

(d)
Fig. 2. Optical images of the C-MLA coated on (a) top and
(b) bottom of a glass substrate by multi-array needle
coating at a maximum coating speed, (c) an
intersection of those C-MLAs, and (d) image of the
fabricated anti-Moiré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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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ment setup for Moiré patterns appearing on
a LED screen in the presence of the anti-Moiré filter.
(a)

(b)
Fig. 3. Measured profiles of the C-MLAs coated on (a) top
and (b) bottom of glass substrate using multi-array
needle coating at a maximum coating speed of
4mm/s.
Table 1. Summary of measured thickness (T) and width (W)
of the C-MLAs in Fig. 2.
Top

Bottom

255.4
3.61

252.7
3.51

94.6

97.3

C-MLA width nonuniformity (%)

4.7

8.9

C-MLA thickness
non-uniformity (%)

14.1

15.7

Avg. width (µm)
Avg. thickness (µm)
Avg. distance
between CMLs (µm)

20µm로 좁기 때문에 기판의 두께 차이는 코팅 되는 CMLA의 두께 및 폭 불균일도에 영향을 주며 이를 증가시
키는 원인이 된다. 기판 상·하부에 코팅된 C-MLA의 폭 및
두께의 불균일도 차이는 각각 4.2%와 1.6%로 크지 않아
모아레 패턴을 억제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
과적으로 큰 결함 없이 grid-type C-MLA로 구성된
anti-Moiré 필터를 제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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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anti-Moiré 필터의 Moiré 패턴 억제 효과를 측정하
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anti-Moiré 필터를 LED 스크린 앞
에 위치시킨 뒤 카메라를 이용해 화면을 촬영하였다. LED
스크린의 크기는 335mm × 335mm이고 LED 픽셀의 직경은
1.5mm이며 LED 픽셀 중심 간 거리(center-to-center)는 3.6mm
이다. CMLs의 중심 간 거리를 LED 픽셀의 중심 간 거리
인 3.6mm로 설정하면 C-MLA와 LED 픽셀 간 간섭이 생겨
Moiré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CMLs의 중심 간 거리를 3.6mm의 약 1/10 크기인 350µm로
설계하였고 CML의 폭이 250µm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LED 스크린 중앙에는 ‘KO’라는 청색의 글자를 표시하
였으며 그 외에 나머지 영역은 백색으로 표시하였다.
LED 스크린과 anti-Moiré 필터 사이의 거리별로 Moiré
패턴 억제 효과를 측정하였고 측정된 LED 스크린 이미
지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a)에서 보이듯, LED 스크
린에서 실제 백색 배경과 다르게 격자 형상의 Moiré 패
턴이 나타나는 것이 측정되었다. Fig. 5(b)와 같이 antiMoiré 필터를 LED 스크린에 거리를 두지 않고 붙이면
Moiré 패턴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며 anti-Moiré 필터와
유리 기판에 의해 이미지가 다소 변하는 것이 확인되었
다. LED 스크린과 anti-Moiré 필터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록 anti-Moiré 필터가 위치한 영역의 Moiré 패턴이 점
점 사라지며 거리가 5cm일 때 Moiré 패턴이 완전히 제
거되었다. 또한 ‘KO’ 글자가 선명해졌으며 배경이 설정
한 것과 같이 백색으로 표시되었다.
Anti-Moiré 필터에 의해 Moiré 패턴이 억제되는 이유는
Fig. 6와 Fig. 7로 설명이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Moiré 패턴은 중첩된 반복 구조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기는 현상인데[1] LED 스크린에서는 Fig. 6(a)와 같이 일
정 간격으로 주기적 패턴을 갖는 카메라의 CCD 이미지
센서와 LED 스크린의 비 발광 영역과의 빛 간섭에 의해
반복되는Moiré 패턴이 발생한다. 이때 Fig. 6(b)와 같이 antiMoiré 필터로 빛을 퍼뜨려주어 LED 스크린의 비 발광 영
역에 의해 생기는 주기적 패턴을 제거해주면 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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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Path of LED lights (a) without and (b) with the antiMoiré filter.

(e)

(f)

(g)

(h)

Fig. 5. Images of LED screen (a) without the anti-Moiré
filter and with the anti-Moiré filter installed at a
distance of (b) 0cm, (c) 1cm, (d) 2cm, (e) 3cm, (f)
4cm, (g) 5cm, and (h) 6cm from LED screen.
패턴에 의해 발생하는 Moiré 패턴이 억제된다. 이때 antiMoiré 필터의 광 확산 성능이 뛰어날수록 Moiré 패턴 억제
가 용이하다.

Fig. 7(a)와 Fig. 7(b)의 LED 스크린 확대 이미지에서 보이
듯, anti-Moiré 필터가 없거나 anti-Moiré 필터가 있어도 LED
스크린과 anti-Moiré 필터 사이의 거리가 없는 경우 빛이
퍼지지 않아 LED 스크린의 비 발광 영역이 선명하게 보
이며 Moiré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Fig. 7(c)와 같이 anti-Moiré 필터가 LED 스크린과 거리가 떨
어져 있어 빛을 넓게 확산시켜주면 LED 스크린의 비 발
광 영역을 퍼진 빛이 채워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기적 패턴을 없애주어 Moiré 패턴이 제거된다. 예
상대로, Fig. 7(d)와 같이 parallel C-MLA가 적용된 경우 CML
특성상 한 방향으로만 빛을 퍼뜨려 주기 때문에 빛이 일
자로 퍼져 일정한 패턴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CML의
밀도 또한 그리드 구조를 갖는 anti-Moiré 필터 보다 낮기
때문에 비 발광 영역이 여전히 나타나며 C-MLA와 LED
스크린의 거리와 상관 없이 Moiré 패턴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grid-type C-MLA 기반의 anti-Moiré 필터로 Moiré 패턴
을 억제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향후 렌즈의 종횡비를
높이거나 렌즈 재료의 굴절률을 높여 주는 방식으로 antiMoiré 필터의 광 확산 성능을 높이면 anti-Moiré 필터와
LED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두지 않고도 Moiré 패턴 제거
가 가능하며 공연장과 뉴스 룸의 대형 스크린, 영화 촬영
현장의 대형 LED 벽 등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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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구조는 CML에 의해 주기적인 패턴이 형성되는 것
을 방지해주고 CMLs의 밀도를 높여주어 광 확산 성능을
향상시켰다. 제작된 anti-Moiré 필터를 LED 스크린에서
5cm의 거리를 두어 위치시켰을 때 Moiré 패턴이 완전
히 제거되었으며 이는 주기적 패턴에 의해 나타나는
빛 간섭을 C-MLA의 광 확산 기능으로 억제하기 때문
이다.
(a)

(b)

(c)

(d)

Fig. 7. Magnified images of LED screen (a) without the
anti-Moiré filter and with the anti-Moiré filter
installed at a distance of (b) 0cm and (c) 6cm from
LED screen and (d) with the parallel C-MLA
installed at a distance of 6cm from LED screen.

4. 결 론
니들 코팅을 이용하여 C-MLA 기반 대면적 anti-Moiré 필
터를 제작하였다. 대면적 anti-Moiré 필터를 제작하기 위하
여 다중 배열 니들 코팅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
하여 150mm × 150mm 크기의 그리드 구조를 갖는 antiMoiré 필터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였다. Anti-Moiré 필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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