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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대향면과 측면을 가지며 제1수지 재료의 실질적인 평평한 패널로서 형성되며, 광안내부를 구비하고 광이 

측면중 적어도 하나를 통하여 입사하여 대향면 중의 하나로부터 방사되는 광안내장치; 및 광안내부의 적어도 하나의 

측면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광안내부의 적어도 일측면으로 광을 조사하기 위한 광원소자로 구성된다.

광안내장치는 더욱이 제2수지 재료로 구성되는 광산란부를 더 포함하며, 광산란부는 광안내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측

면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돌출하여광원소자에 의해 조사된 광을 산란하도록 광안내부로부터 방출하는 광의 

진행방향을 따라 광원소자 위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백라이트 장치, 액정표시장치, 광안내장치, 광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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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백라이트 장치의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백라이트 장치를 포함하는 액정표시장치의 단면도,

도 3A 내지 도 3F는 본 발명에 따른 광안내장치의 지지부와 광산란부의 예시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4는 광산란부를 형성하는 재료의 두께와 전체 광 투과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도 5는 "U"형 광원소자를 갖춘 백라이트 장치의 6면 전개도,

도 6은 "C"형 광원소자를 갖춘 백라이트 장치의 6면 전개도,

도 7은 하나의 긴 측면을 따라 단일 광원을 갖는 광원소자를 갖춘 백라이트 장치의 6면 전개도,

도 8은 투명 아크릴재와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의 광 투과율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그래프,

도 9A는 광안내장치와 프리즘 시트 사이에 배치된 확산 시트가 높은 헤이즈 레벨을 갖는 경우 백라이트 장치의 표면

에 대한 광 휘도(輝度)와 색도(色度)를 보여주는 그래프,

도 9B는 광안내장치와 프리즘 시트 사이에 배치된 확산 시트가 낮은 헤이즈 레벨을 갖는 경우 백라이트 장치의 표면

에 대한 광 휘도(輝度)와 색도(色度)를 보여주는 그래프,

도 10은 측면에 리브가 구비된 광안내부의 사시도,

도 11은 광안내부가 그의 측면에 리브를 구비한 경우 "C"형 광원소자를 포함하는 백라이트 장치에 사용되는 광안내

부의 사시도,

도 12는 종래의 백라이트 장치의 단면도,

도 13A는 휘선들이 발생되는 경우 백라이트 장치에서 종래의 광안내장치 내에 존재하는 광선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13B는 본 발명에 따른 백라이트 장치에서 광안내장치 내에 존재하는 광선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14는 종래 백라이트 장치에서 광안내장치의 상부면에서 발생되는 휘선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15는 종래 백라이트 장치에서 광안내장치의 상부면에서 발생되는 휘선의 불규칙성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16A는 종래 백라이트 장치에서 광안내장치의 상부면에서 시야각을 보여주는 단면도,

도 16B는 각각 관측점 A와 관측점 B에 대하여 휘도 피크점과 시야각 사이의 다른 관계를 보여주는 도,

도 17A는 유효 광안내 단면길이(D  1 및 D  0 )와 반유효 광안내 단면길이(D  2 )가 도시된 경우 종래 백라이트 장치에

서 휘도 감축의 정도를 보여주는 단면도,

도 17B는 종래의 백라이트 장치에서 광안내장치의 표면 휘도와, 광원소자의 유효 광안내 단면길이 대 직경의 비율 사

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백라이트 장치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에

지라이트(edgelight)형 백라이트 장치에 관한 것이며, 또한 백라이트 장치를 포함하는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액정표시장치용 백라이트 장치는 일반적으로 광안내장치의 측면을 따라 배치된 모세관형 광원소자(예를들어, 냉음극

관)으로부터 발생된 광이 광안내장치로 입사하여 광안내장치의 일면을 통하여 방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백라이트 장치에서 광원소자와 광안내장치는 서로 수직으로 놓여있지 않으므로 두께방향을 따라 백라이트 장치의 크

기 축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백라이트 장치에서 광원소자를 배치하기 위한 공간은 광안내장치의 외부에 요구

되며, 이는 죽은 공간(dead space), 즉 백라이트 장치를 포함하는 액정표시장치에 유효 시야영역으로서 이용될 수 없

는 공간이 될 수 있다. 현재, 특히 차량용 액정표시장치 및 이동 단말기용 액정표시장치에서는 표시영역의 확장과 모

듈 크기의 축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제9-5742호는 도 12에 도시된 구조를 갖는 상대적으로 콤팩트한 백라이트 장치를 개시하고 있

다. 도 12에 도시된 액정표시장치(100)는 액정표시패널(110)과 액정표시패널(110) 하부에 배치된 백라이트 장치(12

0)를 포함하고 있다. 백라이트 장치(120)는 광안내장치(121)의 양 측단부(121a)에 구비된 노치 형태로 광원소자(L)

용 하우징(122)을 포함한다. 광원소자(L)는 하우징(122) 내에 배치되어 있다. 케이싱(123)은 광안내장치(121)의 측

면과 하부면을 커버하고 있다. 광안내장치(121)의 상부면과 액정패널(110) 사이에는 광확산 패널(124)과 프리즘 시

트(125)가 구비되어 있다.

종래의 백라이트 장치(120)에서, 광안내장치(121)는 투명한 수지로 이루어지며, 광안내장치(121)가 광원소자용 하

우징(122)의상부면과 만나는 지점에 양측 에지에 협부(narrow portion)(126)를 포함하고 있다. 이 협부(126)는 상이

한 굴절률을 갖는 미립자 재료를 투명한 수지로 혼합하여 구비된다. 협부(126)와 광원소자용 하우징(122) 사이에는 

광량조정 필터수단(127)이 형성되어 있다.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제9-5742호는 광안내장치(121)의 협부(126)에 광

량조정 필터수단(127)을 구비함에 의해 백라이트 장치(120)의 휘도 불균일과 칼라 불규칙성이 제거된 것을 교시하고

있다.

광량조정 필터수단(127)으로서는 다음의 구조(1)-(4)가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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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구비(aperture ratio)가 12%인 경우 0.2mm 또는 그 이하의 직경을 갖는 개구가 그 내에 직접 형성된 반사 PE

T 필름(두께 188 미크론).

(2) 광원소자 바로 상부에 백색 잉크 도트가 배타적으로 인쇄된 반사 PET 필름(두께 75 미크론).

(3) 개구비가 약 12%인 경우 그것의 일측에 형성된 도트형 알루미늄층을 갖는 100 미크론 두께의 투과성 PET 필름.

(4) 개구비가 약 10%인 경우 그것의 양측에 형성된 도트형 알루미늄층을 갖는 100 미크론 두께의 투과성 PET 필름.

그러나,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제9-5742호에 개시된 상기한 방법에 도트 프린팅이 사용되는 경우, 예를들어 백라이트

장치를 제조하는 동안 실크 스크린의 마모로 인하여 평탄하지 않은 프린팅과 불규칙한 잉크 분포에 의해 야기되는 원

하지 않는 휘도 및 칼라의 변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현재 실크 스크린은 만개의 샷으로 사용된 후 교체되어

야 한다). 한편, 만약 알루미늄층 디포지션이 사용되는 경우 디포지션 마스크의 저하에 의해 야기되는 도트 형상의 변

화, 증착된 알루미늄층의 산화로 인한 색도(chromaticity) 이동 및 PET 시트에 대한 불충분한 부착으로 인한 층의 박

리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더욱이, 광량조정 필터수단(127)를 제조하기 위하여 예를들어, 도트 프린팅 머신, 진공 증착기, 디포지션 지그에 상당

한 비용이 발생된다. 또한, 장비의 마모와 제품 검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된다. 더욱이, 광안내장치(121)의

협부(126)에 광량조정 필터수단(127)이 구비되면 조립비용, 결함부품 또는 부적절한 조립으로 인한 조립시의 결함 

또는 부적절한 조립에 대한 비용, 및 검사비용과 관련된 중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제8-166513호는 도 13A에 도시된 바와같은 광안내장치 (130)를 개시하고 있다. 투과조정부(

131)가 광투과율을 조정하기 위한 광안내장치 (130)의 연장부(130a) 내부면(130b)에 구비되어 있다. 투과조정부(13

1)는 또한 광확산 기능을 갖는다.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제8-166513호는 광원소자(L)와 대향하는 광안내장치(130)

의 연장부(130a) 내부면(130b)이 연장부(130a)가 광안내장치(130)의 나머지로 합병하는 부근에 광원소자(L)의 방사

면의 곡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원소자(L)로부터 투과조정부(131)로 광의 선형 전진이 보장되는 것을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제8-166513호에 기재된 광안내장치(130)에 따르면, 광원소자(L)로부터 방사된 광은 

백색 플라스틱으로 형성된 투과조정부(131)의 곡선부에서 광안내장치(130) 내부의 광범위 각을 따라 산란되는 광선

을 형성한다. 따라서, 도 14에 도시된 바와같이 광안내장치(130)에 따르면 투과조정부(131)의 곡선부에서 산란되어 

광안내장치(130)의 상부면에 도달한 광선의 일부는 광안내장치(130)의 상부면에 대하여 예각의 입사각을 이룰 수 있

다.

임계 입사각(θ  c )은 스넬(Snell)의 법칙에 따라 다음의 수학식 1로부터 얻어진다.

수학식 1

공기의 굴절율(n)이 1.0이고, 광안내장치(130)의 굴절율(n  p )이 1.5라고 가정하면, 임계각(θ  c )은 상기 수학식 1로

부터 약 42도로 계산된다. 이 경우 약 42도 보 다 더 큰 입사각으로 광안내장치(130)를 때리는 광선은 광안내장치(13

0)로 광안내장치(130)의 상부면에서 모두 반사된다. 한편, 임계각(θ  c ) 보다 더 작은 입사각을 갖는 광선 중에서 일

부는 광안내장치(130)로 다시 광안내장치(130)의 상부면에서 반사되며, 반면에 나머지는 광안내장치(130)의 상부면

을 통하여 직진하거나 또는 상부면에서 굴절된다. 광안내장치(130)로부터 직접 나가는 광선은 휘선(132)을 형성한다

. 휘선(132)으로 인하여, 광안내장치(130)의 상부면의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투과조정부(131)의 곡선부에 인접한 광

안내장치(130)의 상부면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광량과 광방향이 얻어질 수 있다.

도 15에 도시된 바와같이 광안내장치(130)의 상부면의 휘도는 (도 15의 좌측단에 표시된)투과조정부(131)의 평탄부

에서 일정하며, 그 후 투과조정부(131)로부터 직접 진출하는 휘선(132)으로 인하여 곡선부 근처에서 증가하고, 상부

면에서 전체 반사로 인하여 광안내장치(130)의 중심을 향하여 감소한다.

광안내장치(130)의 상부면을 관찰할 때 최대 휘도를 생성하는 시야각은 또한 투과조정부(131)의 평탄부와 곡선부는 

다르다. 도 16A 및 도 16B와 같이 투과조정부(131)가 평탄한 포인트 A에서 광안내장치(130)의 상부면이 광안내장

치(130)의 상부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관측될 때 최대 휘도가 얻어진다. 한편, 투과조정부(131)가 곡선인 포인트 B에

서 광안내장치(130)가 광안내장치(130)의 중심으로부터 광원소자(L)를 향하여 관측될 때, 즉 시야각이 휘선(132)의 

출사각과 일치할 때 최대 휘도가 얻어진다.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광안내장치(130)와 광원소자(L)를 포함하는 백라이트 장치가 액정표시장치에 적용

될 때 에지부(광원소자 L이 구비된)가 액정표시장치의 중심으로부터 관측될 때 약간의 휘도 차이가 광원소자를 따라 

관측될 수 있다.

또한, 광원소자(L)의 상부를 커버하는 투과조정부(131)의 곡선부로 인하여 광안내장치(130)로 길이방향으로 입사하

는 광선은 또한 투과조정부(131)에 의해 확산된다. 이는 광원소자(L)로부터 광의 이용효율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안

내장치(130)의 상부면에서 전체 휘도는 감소한다. 도 17A 및 도 17를 참고하여, 광안내장치(103)의 상부를 커버하는

투과조정부(131)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휘도 감소의 정도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휘도 레벨

을 설명한다.

도 17A에서 D  1 은 광원소자(L)로부터 방사된 광이 어떤 휘도 손실도 없이 길이방향을 따라 광안내장치(130)로 직

접 입사하는 광안내장치(130)의 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높이방향을 따라)이다. D  2 는 광원소자(L)로부터 방사된 광

이 휘도에서 약간의 감소를 일으키도록 투과조정부(131)에 의해 확산되는 광안내장치(130)의 반-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높이방향을 따라)이다. D  0 는 광원소자(L)로부터 방사된 광이 반-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D  2 )로서 표시된 길



등록특허  10-0395729

- 4 -

이에 대한 광의 어떤 휘도 감축도 없는 가설적인 경우에 어떤 휘도 손실도 없이 광안내장치(130)로 입사할 수 있는 높

이 방향을 따른 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이다.

광원소자(L)로부터 방사된 광에 의해 형성되는 광안내장치(130)의 표면 휘도 는 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 대 광원소자(

L)의 직경의 비에 의해 유일하게 결정된다. 도 17B는 광안내장치(130)의 상부면의 휘도와, 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 대

광원소자(L)의 직경의 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수직축은 광안내장치(130) 표면의 상대적인

휘도 레벨을 나타내며, 여기서 광안내장치(130)의 표면 휘도는 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가 광원소자(L)의 직경과 동일

할 때 100%로서 정의된다. 그래프의 수평축은 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 대 광원소자 L의 직경의 비를 나타낸다. 광안내

장치(130)의 표면 휘도는 반-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와 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의 전체 합계에 기초한 이 그래프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광안내장치(130)에서 백색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투과조정부(131)는 광원소자(L)로부터의 광이 광안내장치(130)

로 입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반-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D  2 )에 대하여 도입된 광량 대 장치 길이가 유효 광

안내 단면 길이(D  1 )에 대하여 도입돤 광량 대 장치 길이의 50% 이하인 것으로 가정한다. 반-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

(D  2 ) 와 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L  1 )는 동일한 값 즉, 1.5mm이다. 따라서, 반-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D  2 )에 대하

여 도입된 광량이 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D  1 )에 대하여 도입돤 광량의 50% 이하인 것으로 가정하면, 광안내장치(1

30)에서 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에 대한 전체 길이는 약 2.3mm이다. 만약 광원소자(L)의 직경이 2.4mm인 경우 광원

소자의 유효광에 대한 단면 길이 대 직경의 비는 0.96이며; 이 값을 그래프에 적용함에 의해 광안내장치(130)의 표면

휘도는 약 95%로 결정된다.

한편, 만약 투과조정부(131)가 광안내장치(130)로 입사하는 광을 간섭하지 않았던 경우 광원소자로부터 방사된 광은

3.0mm인 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높이방향을 따라)(D  0 )에 대하여 어떤 휘도 손실도 없이 길이방향을 따라 직접 광

안내장치(130)로 입사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 유효 광안내 단면 길이 대 광원소자의 직경의 비가 1.25이다. 이 값을 

그래프에 적용함에 의해 광안내장치(130)의 표면 휘도는 약 120%인 것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투과조정부(131)에 의해 야기되는 휘도 감소를 방지함에 의해 광안내장치(130)의 표면 휘도는 약 20% 이상 

개선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바와같이 광안내장치(130)는 광원소자(L) 주변에서 관측되는 휘도 차이와 광안내장치(130)에서 휘도 감소의 

문제를 갖는다.

더욱이, 액정표시장치의 광안내장치는 일반적으로 약 95℃의 열변형온도를 갖는 아크릴 수지로 이루어진다. 광원소

자의 전극의 주변영역은 약 100℃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 온도에서 광안내장치를 이루는 수지재료는 플라스틱 변

형이 일어나며, 그 결과 백라이트 장치의 프레임의 주변부에서 광누설과 광학시트의 오정렬이 발생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백라이트 장치는 대향면과 측면을 가지며 제1수지 재료의 실질적인 평평한 패널로서 형성되며, 광안

내부를 구비하고 광이 측면중 적어도 하나를 통하여 입사하여 대향면 중의 하나로부터 방사되는 광안내장치; 및 광안

내부의 적어도 하나의 측면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광안내부의 적어도 일측면으로 광을 조사하기 위한 광원소자로 구

성되며, 광안내장치는 더욱이 제2수지 재료로 구성되는 광산란부를 더 포함하며, 광산란부는 광안내장치의 적어도 하

나의 측면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돌출하여광원소자에 의해 조사된 광을 산란하도록 광안내부로부터 방출하

는 광의 진행방향을 따라 광원소자 위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제1수지 재료는 투명한 수지 재료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제2수지 재료는 광산란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광산란부는 광안내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측면에 결합되도록 배치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광산란부는 광안내부로부터 일체로 돌출한 지지부에 의해 지지되며, 지지부는 제

1수지 재료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광산란부에 포함되는 제2수지 재료는 광안내부에 포함되는 제1수지의 열저항 보

다 더 큰 열저항을 갖는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광산란부에 포함되는 제2수지 재료는 광산란제를 약 2중량% 내지 약 5중량% 함

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광산란부의 두께(t)와 전체 광 투과율(T)은 다음의 수학식 2를 만족한다.

수학식 2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광안내장치와 광산란부는 인젝션 몰딩에 의해 일체로 형성되며, 제1수지 재료는 

제2수지 재료와 다르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몰딩후에 광산란부에 포함된 제2수지 재료는 제2수축비를 가지며, 몰딩후에 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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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포함된 제1수지 재료는 제1수축비를 갖고 있고, 제1수축비는 제2수축비와 다르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광산란부와 광안내부는 광산란부가 몰딩후에 광산란부에 포함된 제2수지 재료의

제2수축비와, 몰딩후에 광안내장치에 포함된 제1수지 재료의 제1수축비 사이의 차이에 따라 생성된 압축 스트레스로

인하여 광안내부를 클램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더욱이 광원소자로부터의 광에 의해 조사되는 광안내부의 적어도 하나의 측면에 

구비된 리브를 더 포함하며, 리브는 적어도 하나의 측면과 광산란부 사이에 형성되는 실질적으로 수직인 코너를 지지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리브는 제1수지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제1수지 재료는 투명한 수지 재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백라이트 장치는 약 3mm 내지 약 5mm 범위의 거리만큼 서로 떨어진 공간을 갖

는 다수의 리브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더욱이 광원소자로부터의 광이 배출되는 광안내장치의 대향면 중의 하나에 적어

도 하나의 광산란 플레이트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백라이트 장치는 제1확산 플레이트 위에 위치된 제2확산시트를 포함하며, 제2확

산 플레이트는 제1확산 플레이트 보다 더 낮 은 헤이즈 레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한 백라트 장치중 어느 하나를 내장하는 액정표시장치는 백라이트 장치로부터 방

사되는 광이 액정 표시장치의 액정패널로 조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한 백라이트 장치중 어느 하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은 제1수지를 인젝션 몰

딩하여 광안내부를 형성하는 단계; 광산란제를 구성하는 제2수지 재료를 인젝션 몰딩을 적용함에 의해 광안내부와 

일체형으로 되도록 광산란부를 형성하는 단계; 및 광산란부와 광안내부에 인접하여 광원소자를 배치하는 단계로 구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광안내부를 생산하는 단계는 제1결합부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광산란부를 생산

하는 단계는 제2결합부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광안내부의 제1결합부는 광산란부의 제2결합부와 결합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광안내부를 형성하는 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측면과 광산란부 사이에 형성되는 실질적이며 

수직인 코너를 지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측면 위에 리브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1) 최소 휘도 또는 칼라 차이를 갖는 대량생산에 적합한 백라이트 장치와; (2) 이러한 백라이트 장

치를 제조하는 방법; (3) 백라이트 장치를 내장하는 액정표시장치(LCD)를 제공하는 이점을 가능하게 한다.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첨부 도면을 참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읽고 이해할 때 본 발명의 상기한 그리

고 다른 이점들이 명확하게 될 것이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백라이트 장치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백라이트 장치

(1)는 투명한 수지로 형성되는 평판형 광안내장치(T)와, 광안내장치(T)의 측면(4)으로부터 광을 광안내장치(T)로 조

사하기 위한 광원소자(L)를 포함하고 있다. 광은 측면(4)으로부터 광안내장치(3)로 입사하여 상부면(2)으로 배출된다

. 광원소자(L)로는 매우 좁은 냉음극관이 채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광안내장치(T)는 각각의 측면 사이에 어떤 차이 없이 "상부면", "하부면" 및 "측면"을 갖고 있다. 

환언하면, "상부면"과 "하부면" 이외의 면은 "측면"으로서 정의된다.

광안내장치(T)는 광안내부(3), 광산란부(5) 및 광산란부(5)를 지지하는 지지부(6)를 포함한다. 광산란부(5)는 광원소

자(L)로부터 조사된 광을 산란시키기 위한 광산란제를 함유하는 수지로 이루어지며, 광안내부(3)로부터 배출되는 광

의 진행방향을 따라 광원소자(L) 위에 형성되어 상부면(2)에서 방출되기 전에 광원소자(L)로부터 조사된 광을 산란시

킨다. 지지부(6)는 투명한 수지로 이루어지며 광안내부(3)의 돌출부(그러나 일체형 부분)를 정의한다. 광산란부(5)와 

지지부(6)는 측면(4)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돌출되어 있다. 광산란부(5)와 지지부(6)의 돌출된 길이는 바람직

하게는 약 4mm이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 "실질적으로 수직인 각"은 약 85도에서 약 90도 사이의 범위에 있는 각을 의미한다. 만약 측면(4)

과 광산란부(5)(그리고 지지부(6)) 사이 의 각이 이 범위 안에 드는 경우 광산란부(5)와 지지부(6)로 입사하는 광이 통

과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본 발명에 따른 백라이트 장치(1)는 금속 몰드를 사

용하여 수지재료를 인젝션 몰딩(injection molding)에 의해 형성되는 광안내부(3), 광산란부(5) 및 지지부(6)로 제조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금속 몰드로부터 광안내장치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측면(4)과 광산란부(5)(그

리고 지지부(6)) 사이에 형성되는 코너각은 약 85도와 88도 사이의 범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는 도 1의 백라이트 장치를 포함하는 액정표시장치의 단면도이다. 광원소자(L)로부터 방사된 광이 배출되는 광

안내장치(T)의 상측 위에 백라이트 장치(1)는 필요에 따라 광을 확산시키기 위한 확산시트(11,12)와, 이 확산시트(11

,12) 사이에 배치된 프리즘 시트(13)를 포함한다. 광안내장치(T)는 또한 상부면 이외에 광안내장치(T)와 광원소자(L)

를 커버링하기 위한 반사시트(14)를 포함하고 있다.

확산시트(11,12)로서 약 130 미크론의 두께를 가지며 양 측면에 확산입자 코팅이 이루어진 PET(폴리에틸렌 텔레프

탈레이트) 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리즘 시트(13)는 약 170 미크론의 두께와 약 90도의 에이펙스 각(ap

ex angle)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사시트(14)로서는 약 199 미크론의 두께를 갖는 발포 PET로 이루어진 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에 따라 액정표시장치(20)는 더욱이 반사시트(14)와 협력하여 상부면 이외의 광안내장치(T)와 광원소자(L)를 수

용하기 위한 케이싱(16); 케이싱(16)의 외측에 구비되어 액정패널(15), 확산시트(11,12), 프리즘 시트(13) 및 백라이

트 장치(1)를 지지하기 위한 프레임(17); 및 프레임(17)의 외측에 구비된 상부 베젤(bezel)(18)을 더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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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싱(16)은 0.7mm의 두께를 갖는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레임(17)은 도전성 수지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부 베젤(18)은 스텐레스 스틸로 이루어진다.

광안내장치(T)의 광안내부(3)에 대한 투명 수지재료로는 DELPET 80N으로 이루어진 광안내장치-그레이드(grade) 

재료(아사히 케미칼 고오교(주)에서 만들어진 투명 아크릴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광산란부(5)에 대한 수지재료로는

IUPILON HPR3000 또는 HPR3500으로 이루어진 논-브로마인(non-bromine) 내화성 반사-그레이드 폴리카보네이

트 재료(이하에는 단순히 "반사-그레이드 재료"로 언급함)와, IUPILON 제품으로 이루어진 투명-그레이드 재료(이하

에는 단순히 "투명-그레이드 재료"로 언급함)를 혼합하여 얻어지는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한

"IUPILON" 재료는 모두 미쓰비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주)에서 제조되며, 폴리카보네이트 및 그에 첨가된 분말 티탄

산화물을 산란제로서 포함한다.

광산란부(5)에 대한 수지재료로서 반사-그레이드 재료와 투명-그레이드 재료를 함유하는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지재료의 구조적인 무결점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두께 구속과, 수지 베이스 광산란부(5)의 전

체적인 광 투과율의 개선이라는 2가지 상반되는 요구사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반사-그레이드 재료를 수지 시트로 성형하기 위하여 결과적인 시트는 적어도 약 0.5mm의 두께를 가져야 한다. 반사

-그레이드 재료에 산란제로서 함유된 티타늄 옥사이드의 양은 재료 제조업체에 의해 미리 결정되기 때문에 반사-그

레이드 재료의 광 투과율은 반사-그레이드 재료로 성형되는 구조물의 두께에 의해 우선적으로 조절된다. 따라서, 반

사-그레이드 재료를 수지 시트로 성형하는데 필요한 0.5mm 최소 두께 이상의 두께를 갖는 경우 광산란부(5)에 대해 

충분한 전체 광 투과율이 얻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 본 발명은 광산란부(5)에 대한 수지 재료로서 반사-그레이

드 재료와 투명-그레이드 재료를 함유하는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을 사용하는 이점이 있다.

도 3A 내지 도 3F는 지지부(6)와 광산란부(5)의 가능한 다양한 구성을 보여준다. 도 3A에 도시된 광안내장치(T)에 

따르면 광안내장치(T)를 포함하는 액정표시장치의 유효 시야면적은 투명 아크릴 재료로 성형되며 광안내부(3)와 일

체형의 돌출부를 정의하는 지지부(6)를 포함하고 있다. 지지부(6)의 하부면과 외측 에지에 구비된 광산란부(5)는 약 

0.55mm의 두께(t)를 갖는다. 지지부(6)의 외측 에지에 인접하는 광산란부(5)는 구조적인 강성도를 위해 최소한의 두

께를 갖는다. 구조적인 강성도는 또한 광안내부(3)의 투명 아크릴 재료와, 넓은 영역에서 상호 접촉시키는 광산란부(

5)의 카보네이트에 의해 향상된다.

도 4는 광산란부(5)가 반사-그레이드 재료 단독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재료의 두께와 전체 광 투과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선(◆-◆)로 표시된 바와같이 광산란부(5)가 반사-그레이드 재료로만 성형될 때 0.55mm 두께

t의 광산란부(5)는 전체 광 투과율이 약 2%이며, 그 결과 광원소자(L)의 광은 거의 지지부(6)에 도달하지 않는다. 광

산란부(5)로부터 전송되는 광이 단지 약 2%인 경 우 액정표시장치의 시야영역의 외측 주변의 휘도는 전체 광안내부(

3)의 휘도를 등화시키는 우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낮다.

구조적으로 일체형 수지 시트를 형성하기 위한 두께(t) 요건(즉, 약 0.5mm 이상)을 만족하면서 광산란부(5)의 전체 

광 투과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광산란부(5)를 형성하는 수지재료에서 티타늄 옥사이드의 퍼센트 함유량(산란제로서

포함된)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유용한 반사-그레이드 재료에서 티타늄 옥사이드의 퍼센트

함유량은 상기와 같이 고정된다. 따라서, 본 발명자는 광산란부(5)를 형성하는 수지재료에서 티타늄 옥사이드의 퍼센

트 함유량은 반사-그레이드 재료에 투명-그레이드 재료를 혼합함에 의해 효과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반사-그레이드 재료와 투명-그레이드 재료 사이의 다양한 혼합비를 시도한 결과 본 발명자는 티타늄 옥사이드가 반

사-그레이드 재료와 투명-그레이드 재료의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에 3.5중량% 만큼 존재할 때 전체 광안내부(3)에 

대하여 가장 좋은 휘도 평탄성이 얻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도 4의 그래프에서 선(b)(■-■)은 약 3.5중량%의 티

타늄 옥사이드를 함유하는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로 형성된 광산란부(5)의 두께와 전체 광 투과율 사이의 관계를 보

여준다.

도 4에 도시된 바와같이 이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은 0.55mm의 두께(t)로 구성될 때 약 10%의 전체 광 투과율을 갖

는다.

티타늄 옥사이드의 최적 퍼센트 함유량은 상기한 바와같이 약 3.5%이다. 그러나, 본 발명자는 또한 티타늄 옥사이드

의 퍼센트 함유량이 약 2중량%에서 약 5중 량%까지 범위에 있는 경우 액정표시장치의 화질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결

과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산란제로서 티타늄 옥사이드의 퍼센트 함유량이 2중량% 이하인 경우 광산

란부(5)로부터 광안내부(3)로 투과되는 광은 너무 강하게 되어 광원소자(L)의 주변영역이 너무 밝아지고 따라서 휘선

(bright line)이 생성되게 된다. 한편, 산란제로서 티타늄 옥사이드의 퍼센트 함유량이 5중량% 이상인 경우 광산란부(

5)로부터 광안내부(3)로 투과되는 광은 너무 약하게 되어 광원소자(L)의 주변영역이 너무 어두워지고 따라서 흑선(bl

ack line)이 생성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란제로서 약 3.5중량%를 함유하는 반사-그레이드 재료와 투명-그레이드 재료를 혼합하여 폴리

카보네이트 혼합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반사재료에 첨가되는 산란제의 공칭량은 약 10%의 오차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약 10%의 불규칙적인 국부화

가 반사-그레이드 재료에 함유된 산란제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전체적으로 산란제 하나에 대하여 ±20%의 맥

동이 발생한다. 더욱이, 2개의 상이한 재료, 즉 반사-그레이드 재료와 투명-그레이드 재료를 함께 혼합할 때 혼합비

에서 약 ±20%의 맥동이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반사-그레이드 재료와 투명-그레이드 재료를 함유하는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에서 산란제에 관하여 약 64

%(=80%×80%) 내지 144%(=120%×120%) 제조상의 변화가 예상된다. 비교를 위해 약 ±20% 변화(즉, 120% 내지 

80%)가 2개의 상이한 재료를 혼합하는 것 없이 소망하는 산란제 함유량을 얻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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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 3.5중량%의 산란제 함유량을 이론적으로 얻기 위하여 반사-그레이드 재료와 투명-그레이드 재료를 혼합

할 때 전체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에 함유된 산란제의 실제량과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의 국부지역에 함유된 산란제

의 양은 약간의 오차가 있다.

도 4에서 선(b)(■-■)은 약 3.5중량% 산란제 함유량을 얻기 위한 바람직한 이론적인 두께(t mm)와 광산란부(5)의 

결과적인 전체 광 투과율(T%)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선(b)(■-■)은 다음의 수학식 3으로 표현된다.

수학식 3

한편, 3.5중량% 산란제 함량을 갖는 광산란부(5)를 제조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유용한 반사-그레이드 재료와 투명

-그레이드 재료를 실제로 혼합할 때 약 68% 내지 144% 제조 변화가 산란제 함유량에 관하여 예상된다. T = 23×EX

P(-1.466t)에서 이러한 오차를 반영함에 의해 하기 수학식 4가 얻어진다.

수학식 4

상기 수학식 4는 광산란부(5)가 상업적으로 유용한 반사-그레이드 재료와 투명-그레이드 재료를 실제로 혼합하여 

제조되는 경우, 전체 광안내부(3)에 대한 휘도 균일성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광산란부(5)의 두께(t) mm와 전체 광 투

과율(T%)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도 4의 그래프에 도시된 바와같이 이러한 관계는 실선(c)으로 표시된 상한과 점선

(d)으로 표시된 하한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 최적의 광산 란부(5)에서, 두께(t)와 전체 광 투과율(T) 사이의 관계는 이 

범위내로 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광산란부(5)의 두께(t)와, 도 4에 실선(c)과 점선(d)으로 표시된 광 투과율(T)

사이의 관계의 최적 범위는 도 3B 내지 도 3F에 표시된 광안내장치(T) 구조와 도 3A에 도시된 광안내장치(T) 중 어

느 하나에 적용 가능하다.

광산란부(5)를 구성하는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은 광안내부(3)를 구성하는 투명 아크릴 재료의 온도보다 약 30℃ 더

높은 부하 편향 온도를 갖는다. 또한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은 약 90℃의 투명 아크릴 재료의 열저항보다 우수한 약 

120℃의 열저항을 갖는다. 따라서,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은 광안내장치(T)의 온도가 광원소자(L)로부터 방사된 열

로 인하여 상승될 때 조차도 열변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광산란부(5)는 우수한 구조 뿐아니라 광학적 능력

을 유지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광산란부(5)는 상기와 같이 광산란제를 함유하는 수지재료로 이루어지므로 대량 생산에 적합한 값싼 

백라이팅 장치가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

비록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이 도시된 실시예의 광산란부(5)를 형성하는 수지로 사용될지라도 니뽄 제온사의 Zeone

x(Zonor) 시리즈 (열변형온도: 약 110℃)와 같은 다른 재료가 광산란부(5)를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광안내장치

(T)를 형성하는 수지 재료의 선택은 광안내장치(T)의 구조적인 강성도의 개선에 중요하다.

광안내장치(T)의 광산란부(5)는 인젝션 몰딩후에 수축비가 광안내부(3)를 형성하는 수지 재료의 수축비 보다 더 큰 

재료로 형성되는 경우, 압축 스트레스는 광산란부(5) 내에서 일어난다. 결국 높은 수축성 광산란부(5)는 광안내부(3)

의 주변 을 따라 형성되며, 광안내부(3)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여 광안내장치(T)의 구조에 강성도를 제공한다. 광안내

부(3)와 광산란부(5)는 수지가 완전히 냉각되기 전에 몰드되기 때문에 광안내부(3)와 광산란부(5)를 형성하는 순서는

본 발명에 따른 광산란부(5) 내에 압축성 스트레스에 의해 제공되는 광안내장치(T)의 구조적인 강성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수지재료의 인젝션 몰딩에 대한 수축비는 상기한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광산란

부(5)에 대하여 약 6/1000 내지 7/1000이고, 투명 아크릴 재료로 이루어지는 광안내부(3)에 대하여는 약 3/1000이

다. 따라서, 광산란부(5)는 광안내부(3)의 수축비 보다 더 높은 수축비를 갖는다.

광안내장치(T)의 광안내부(3)의 바탕면(19)은 바탕면(19)에 휘도의 균일화를 위한 광산란을 제공하도록 어벤튜린 조

직(aventurine texture)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다양한 구성의 액정표시장치에 적용 가능하다. 3개의 예시적인 백라이트 장치 구성이 도 5 내지 도 7에 개

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5에 도시된 실시예는 광안내장치(T)의 2 단측면과 하나의 장측면을 따라 구비된 "U"형 

광원소자(L)를 갖는 광원소자(L)를 포함한다. 도 6에 도시된 실시예는 광안내장치(T)의 1 단측면과 2 장측면을 따라 

구비된 반전된 "C"형 광원소자(L)를 포함한다. 도 7에 도시된 실시예는 단지 광안내장치(T)의 측면(4)중 하나의 장측

을 따라 구비된 선형 광원소자(L)를 포함한다.

도 5, 6 및 7은 각각 광원소자 구성에 대한 바람직한 형상에 광산란부(5)를 나타내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도 5와 

도 6에 도시된 바와같이 "U"형 광원소자와 "C"형 광원소자의 경우에 폴리네이트 광산란부(5)는 그것의 4측면중 3측

면에서 투명 아크릴 광안내부(3)를 둘러싸고 있어 광산란부(5), 광안내부(3) 및 광원소자(L)에 대한 구조적인 강성도

를 제공한다. 그러나, 도 7에 도시된 바와같이 단지 광안내장치(T)의 단일의 장측면을 따라 연장된 선형 광원소자(L)

의 경우 광산란부(5)는 광안내부(3)의 단지 그 측면을 따라 구비되어 있어, 그 결과 광산란부(5), 광안내부(3) 및 광원

소자(L)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다. 따라서, 선형 광원소자(L)를 포함하는 실시예에서 광산

란부(5)의 양측 에지는 광안내부(3)와 광원소자(L)에 대하여 L형상으로 구성되어 충분히 구조적인 강성도를 얻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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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차원 구조뿐아니라 큰 접촉영역을 달성할 수 있다.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은 인젝션 몰딩후에 높은 수축비를 가지므로,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로 형성되는 광산란부(5)

는 인젝션 몰딩후의 수축으로 인하여 광안내부(3)에 높은 압축 스트레스를 가한다. 따라서, 광산란부(5)는 그것의 물

리적인 구성 뿐아니라 압축성 스트레스에 기초하여 전체 장치의 구조적인 강성도를 향상시킨다. 결과적으로 전체 장

치의 진동 저항과 충격 저항은 크게 개선된다.

대형 액정표시기에 사용되는 큰 표면 영역을 갖는 백라이트 장치를 제조할 때 광안내부(3) 주변에 배치된 광산란부(5

)는 분할되어 광산란부(5)에 의해 생성되는 압축성 스트레스가 따라서 분산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백라이트 장치(1)에 내장되는 광안내장치(T)를 제조하는 방법을 이하에 설명한다.

먼저, 광안내장치(T)의 광안내부(3)는 인젝션 몰딩에 의해 성형된다. 그후 광산란부(5)에 대응하는 금속 몰드를 광산

란부(5)를 성형하는 몰드로서 교체한다. 그후, 재료 또한 광안내부(3)용 재료로 교환하고, 인젝션 몰딩에 의해 광산란

부(5)를 성형한다. 반대로 광산란부(5)는 광안내부(3)를 형성하기 전에 형성될 수 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광안내장치(T)는 당분야의 주지된 기술인 다이크로익(dichroic) 인젝션 몰딩 기술에 의해 형

성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다이크로익 인젝션 몰딩 기술을 사용하여 형성되는 광안내장치(T)의 물리적 디멘젼

과 광학 특성은 긴 주기의 시간동안 관측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대량생산과 연관된 임의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게 된

다.

또한, 다이크로익(dichroic) 인젝션 몰딩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본 발명에 따른 광안내장치(T)는 광량조정 필터수단

을 갖는 상기한 종래의 광안내장치와 관련된 많은 문제, 즉 도트 프린팅 머신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 머신 마모, 제품 

검사, 진공증착기, 증착용 지그, 조립비용, 장비손실, 및 광안내장치 내에 광량조정 필터수단의 위치설정에 필요한 검

사비용이 없게 된다. 결국 제조비용이 크게 감소한다.

모노크로익(monochroic) 광안내장치를 제조하는 것 이외에 본 발명에 따른 광안내장치(T)에 의해 발생되는 어떤 부

가적인 비용은 광산란부(5)를 제조하기 위한 전용 금속 몰드와 그 내에 산란제가 함유된 수지를 사출하기 위한 실린

더 장비에 대한 비용과, 산란제 함유 수지 그 자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통상적인 다이크로익 인젝션 몰딩기는 종종 다

중 수지 인젝션 실린더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산란제 함유 수지를 사출하기 위한 전용 실린더를 별도로 준

비해야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산란제 함유 수지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매우 싸며, 그들의 일부는 

투명 수지보다도 더 싸다. 따라서, 산란제 함유 수지를 사용함에 의해 발생되는 부가적인 비용은 매우 작다.

백라이트 장치(1)의 구성에서 한가지 중요한 요소는 확산시트(11) 및/또는 확산시트(12)(도 2에 도시됨)의 선택에 관

한 것이다. 확산시트(11) 및/또는 확산시트(12)는 광경로의 방향을 따라 그들 사이에 프리즘 시트(13)가 삽입될 수 있

게 배치되어 휘도 균일성과 색도 균일성을 향상시키고 넓은 시야각 특성과 높은 휘도를 얻는다. 프리즘 시트(13)로는 

BEF 지정된 제품(3M사에서 제조)이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광안내장치(T)의 광안내부(3)를 구성하는 투명 아크릴 재료를 통하여 투과되는 광의 파장(전송 스펙트럼)은 도 8에 

도시된 바와같이 광산란부(5)를 형성하는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을 통하여 투과되는 광의 파장과 다르다. 따라서, 지

지부(6)를 포함하는 광안내장치(t)의 표면에서 균일한 휘도를 얻기 위해 비록 폴리카보네이트 혼합물에서 산란제의 

퍼센트 함유량이 조정될지라도 색도에는 약간의 주목할만한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색도 차이는 액정표시장치(20)

의 액정표시패널(15)에 대한 칼라 차이로서 나타난다.

색도 차이는 다음 설명과 같이 광안내장치(T)의 상부면에 구비된 확산시트(11)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확산시트(11) 내에 불순물(헤이즈)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확 산시트(11)의 광 투과율은 감소되어 그 

결과 더 많은 광이 확산 시트(11)에 의해 확산된다.

용어 "헤이즈"는 광이 통과하는 시트의 광-방출 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확산된 광의 양이다. 더 높은 헤이즈 레벨을 

갖는 재료는 더 높은 불순물 레벨을 갖는다. 즉, 그것은 더욱더 흐리게 보인다. 낮은 헤이즈 레벨을 갖는 재료는 낮은 

불순물 레벨을 갖는다. 즉, 그것은 더욱더 투명한 유리처럼 보인다.

확산 시트(11)에 의해 확산된 광량의 증가는 광이 이동하는 광학거리의 증가를 의미하며 상기 광은 확산시트(11)로 

입사하여 투과되고 확산되어 프리즘 시트(13)에 도달한다. 따라서, 광산란부(5)(광안내부(3)를 통과하여 투과되는 광

과 다른 색도를 갖는다)를 통하여 투과되는 광은 광확산시트(11)에 의해 제공되는 증가된 확산에 대한 더 큰 거리(따

라서 증가된 광학거리로 나타남)를 여행한다. 결국 상기한 색도 차이 문제를 제거한다.

상기한 색도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충분히 높은 헤이즈 레벨을 갖는 확산시트(11)로서 다양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들어, D121(약 78% 헤이즈), D118(약 79% 헤이즈), D114(약 81% 헤이즈), 또는 D123(약 82% 헤이즈)이 사용

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쓰지덴사(Tsujiden Co., Ltd.)의 제품이며, 헤이즈 값은 니혼 덴쇼쿠 코오교사의 모델 No. 

1001DP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도 9A는 D120(약 82% 헤이즈)가 산란시트(11)로 사용될 때 얻어지는 액정패널(15)에 조사되는 광의 색도분포를 보

여준다. 도 9B는 D120(약 77% 헤이즈)가 확산시트(11)로 사용될 때 얻어지는 액정패널(15)에 조사되는 광의 색도분

포를 보여 준다. 도 9A 및 도 9B에 도시된 결과는 액정패널915)에 조사되는 광의 휘도에 원하지 않는 감소를 방지하

기 위하여 확산시트(12)로서 D120(약 77% 헤이즈)을 사용하여 얻어졌다.

도 9A 및 도 9B의 각각에서 수평축은 백라이트 장치의 중심을 향하여 광원소자(L) 상부의 한 점으로부터 확산시트(1

2)의 표면에 대한 거리를 나타내며, 수평축은 색도를 나타낸다. 실선(x)은 색도도를 나타내는 데카르트 좌표 시스템

에서 x 좌표값을 나타내며, 점선(y)은 y 좌표값을 나타낸다.

만약 확산시트(11)의 헤이즈가 낮은 경우 도 9B와 같이 휘도와 색도는 광산란부(5)와 광안내부(3) 사이의 경계에서 

급격하게 변한다. 한편, 만약 확산시트 (11)의 헤이즈가 높은 경우 도 9A와 같이 휘도와 색도는 점차적으로 변한다.

높은 헤이즈 레벨을 갖는 확산시트는 광안내장치(T)의 광산란부(5)에서 휘도 불균일을 더 잘 방지하기 위해 더 향상

된 광확산 특성을 제공한다. 또한, 고-헤이즈 확산시트에 의해 강하게 확산된 광은 정면 휘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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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시트에 의해 최대 효과를 받을 수 있다. 프리즘 시트에 의해 제공되는 향상된 휘도를 파산시키지 않고 빗각의 시야

각에서 관측된 프리즘의 반짝임(glare)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낮은 헤이즈 레벨을 갖는 확산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같이 제1확산시트(11) 상부에 저-헤이즈 제2확산시트(12)를 구비함에 의해 광안내장

치(T)의 광산란부(5)의 휘도 불균일성과 빗각의 시야각에서 관측된 프리즘 시트(13)의 반짝임은 모두 제거될 수 있다

.

이제 본 발명의 효과를 도 13A 및 도 13B를 참조하여 그래프로 설명한다. 도 13B를 참고하면, 광원소자(L)의 측면(4

)으로부터 상면으로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돌출하는 광산란부(5)와 지지부(6)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백라이트 장

치에 대한 광안내장치(T)는 광원소자(L)로부터 방사하는 광이 광산란부(5)에 의해 효과적으로 산란되게 한다. 따라서

, 본 발명에 따른 광안내장치(T)는 휘선의 발생을 방지한다. 비교를 위해 도 13A(종래기술에서 설명함)는 휘선(132)

이 광안내장치(130)로부터 발생되는 일본국 공개특허 제8-166513호의 광안내장치(130)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발

명의 광안내장치(T)에 따르면, 광원소자(L)의 광은 광안내장치(T)의 상부면 (2)으로부터 직접 배출되지 않으며, 그 

결과 광원소자(L)로부터의 직접 광(30)은 감쇄없이 고 휘도를 유지하면서 광안내장치(T)로 도입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균일한 휘도 분포가 산란제로서 티타늄 옥사이드의 적정량을 광안내장치(T)의 광산란부(

5)를 구성하는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은 수지 재료에 첨가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광안내장치(T)를 갖는 백라이트 장치(1)를 내장한 액정표시장치(20)의 휘도 분포는 다음의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인버터로서는, 해리슨 일렉트릭 컴패니 리미티드(Harison Electric Co., Ltd.)의 HIU-288이 사용되었고

, 6.5mA의 전류를 광원소자(L)로서 사용된 매우 좁은 냉음극관으로 흐르게 하였다. 형광등이 점등된후 15분에서 측

정되었다. 주변온도는 약 25℃이었다.

휘도 측정은 액정패널의 중앙부에서 약 380 cd/㎡의 이상적인 휘도 레벨과 액정패널의 주변영역에서 약 375 cd/㎡의

이상적인 휘도 레벨을 보여주었다. 액정패널에 대한 색도에 대하여 액정패널의 중앙에서 색도는 x=0.313이었고 y=0

.329이 었으며, 반면에 액정패널의 주변에서 색도는 중앙의 색도보다 약간 더 높은 x=0.314이었고, y=0.330인 것으

로 읽혀졌다. 그러나, 측정된 주변 색도는 모듈 색도 시방의 경계 이내로 양호하였고, 실질적인 어떤 칼라의 변화는 시

각 검사에서 관측되지 않았다.

도 3A 내지 도 3F는 본 발명자에 의해 실제로 개발된 몇 개의 광안내장치(T)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3A 내지 도 

3F에 도시된 구성은 단지 예시를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의 광안내장치(T)는 또한 도 3A 내지 도 3F에 도시된 것 이외

에 다른 구성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도 3A 내지 도 3F의 각각은 지지부(6)와 광산란부(5)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광안내부(3)의 구조적인 강성도

를 향상시킨다.

도 3A의 광안내장치(T)에서 광산란부(5)는 측면(4)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돌출한 지지부(6)의 하부에 있는 

광원소자(L)와 직접적으로 대향하고 있다. 도 3B의 광안내장치(T)에서 광산란부(5)는 측면(4)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돌출한 지지부(6)의 상부면에 구비되어 있다. 도 3C 내지 도 3F의 광안내장치(T)에서 광산란부(5)는 측면(

4)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돌출한 모든 부분을 실질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광산란부(5)는 측면(4)에 구비된 

지지부(6)와 연계되어 있다.

도 3A 내지 도 3F에 표시된 광안내장치(T)의 구성에 따라 광원소자(L)의 광은 휘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광원소자(L

) 바로 위에 놓여있는 광산란부(5)에 의해 적절하게 산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광안내부(3) 내에는 균일한 휘도가 얻

어질 수 있다.

광안내장치(T)의 제조공정에서 광산란부(5) 보다 미리 광안내부(3)를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제조비용이 광

산란부(5) 보다 더 큰 체적을 갖는 광안내부(3)를 제조함에 의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같이 다수의 리브(40)가 광안내장치(T)와 광산란부(5)의 측면(4)으로부터의 수직 돌출부(6)를 

추가로 지지하기 위하여 측면(4)에 구비될 수 있다. 각각의 리브(40)는 광안내장치(T)의 광안내부(3)의 아크릴 수지

와 동일한 아크릴 수지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광안내장치(T)의 하부면(19)으로부터 상부면(2)을 향하여 두께

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리브(40)의 바람직한 크기는 다음과 같다: 광안내장치(T)의 하부면(19)으로부터 상부

면(2)으로의 높이는 약 3.5mm; 하부면(19)의 두께는 약 1mm; 상부면(2)의 두께는 약 1.5mm이다. 인접한 리브(40) 

사이의 거리는 약 3mm 내지 약 50mm인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U 또는 C-형 광원소자(L)

를 채용할 때 광원소자(L)에 의해 조사된 광안내장치(T)의 모든 측면(4)에 리브(40)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1에 도시된 U-형 구성의 경우에 전체 10개의 리브가 측면(4)에 구비되어 있다.

광원소자(L)의 전극의 주변 영역에서 온도는 광원소자(L)의 열로 인하여 약 100℃까지 상승할 수 있다. 리브(40)를 

형성하는 아크릴 수지의 열 변형 온도는 약 90℃이기 때문에, 리브(40)의 변형 또는 황화를 방지하기 위해, 리브(40)

와 광원소자(L) 사이의 공기층을 절연층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브(40)는 투명 아크릴 수지로 형성되므로 광원소자(L)로부터의 광은 리브(40)에 의해 산란되거나 흡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브(40)는 휘도의 실질적인 감소를 야기하지 않는다.

리브(40)는 광안내장치(T)의 광안내부(3)에 대한 금속 몰드에 대응하는 노치를 형성하고 투명한 수지를 사출하는 것

에 의해 광안내부(3)의 제조공정 중에 형성될 수 있다. 그후 광산란부(5)는 상기한 산란제 함유 수지를 사출함에 의해

형성되며, 따라서 리브(40)가 그위에 구비된 상태로 광안내장치(T)가 형성된다.

도 10 및 도 11에 도시된 바와같이 광안내부(3) 위에 있는 리브(40)는 광안내부(3)의 측면(4)과 측면으로부터 돌축한

광산란부(5) 사이의 직각 코너에 대한 보강 지지부를 제공하며, 이에 의해 장치의 구조적인 강성도와 충격 저항이 향

상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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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수지의 인젝션 몰딩에 필요한 장비 이외에 어떤 특수한 장비도 요구되지 않기 때

문에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대량생산에 적합하고 휘도와 색도의 불균일성이 억압되는 열저항 백라이트 장치를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또한 백라이트 장치와 백라이트 장치를 내장하는 액정표시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더욱이, 장치의 강성도와 충격 저항은 백라이트 장치에서 광안내장치(T)의 광안내부(3)에 리브(40)를 제공함에 의해 

더욱더 개선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백라이트 장치는 차량용 액정표시장치, 이동단말기용 액정표 시장치, 오락용 액정표시장치, AV(오디

오-비디오)용 액정표시장치 및 FA(공장 자동화)용 액정표시장치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최소의 모듈 크기로 표시영역의 확장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범위와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다른 변형이 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의 범위는 상기한 설명에 제한되지 않으며, 청구범위는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대향면들과 측면들을 가지며 제1수지 재료의 실질적으로 평평한 패널로서 형성되며 광안내부를 구비하는 광안내장

치로서, 광이 측면들중 적어도 하나를 통하여 광안내장치로 입사하여 대향면들중 하나로부터 방사되는 광안내장치; 

및

광안내부의 적어도 하나의 측면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광안내부의 적어도 일측면으로 광을 조사하는 광원소자를 구비

하고,

상기 광안내장치는 제2수지 재료로 구성되는 광산란부를 더 포함하며, 이 광산란부는 광안내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측면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돌출하고, 상기 광산란부는 광원소자에 의해 조사된 광을 산란하도록 상기 광안

내부로부터 방사되는 광경로 방향을 따라서 광원소자 위에 위치하고,

상기 광산란부에 포함되는 제2수지 재료는 광산란제를 약 2중량% 내지 약 5중량% 함유하고,

상기 제2 수지재료는 TiO  2 의 미립자로 이루어진 광산란제를 포함하며,

상기 광산란부의 두께(t)와 전체 광 투과율(T)은 10.1×EXP(-1.406t)≤T≤56.3×EXP(-1.569t)를 만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수지 재료는 투명한 수지 재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광산란부는 광안내부의 적어도 하나의 측면에 결합되도록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광산란부는 광안내부로부터 일체로 돌출한 지지부에 의해 지지되며, 지지부는 제1수지 재료로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광산란부에 포함되는 제2수지 재료는 광안내부에 포함되는 제1수지의 열저항 보다 더 큰 열저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광안내장치와 광산란부는 인젝션 몰딩에 의해 일체로 형성되며, 제1수지 재료는 제2수지 재료와 다

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몰딩후에 광산란부에 포함된 제2수지 재료는 제2수축비를 가지며, 몰딩후에 광안내부에 포함된 제1

수지 재료는 제1수축비를 갖고 있고, 제1수축비는 제2수축비와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광산란부와 광안내부는 광산란부가 몰딩후에 광산란부에 포함된 제2수지 재료의 제2수축비와, 몰딩

후에 광안내장치에 포함된 제1수지 재료의 제1수축비 사이의 차이에 따라 생성된 압축 스트레스로 인하여 광안내부

를 클램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소자로부터의 광에 의해 조사되는 광안내부의 적어도 일측면에 리브가 더 구비되며, 이 리

브는 상기 적어도 일측면과 광산란부 사이에 형성되는 실질적으로 수직인 코너를 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

이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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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리브는 제1수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제1수지 재료는 투명한 수지 재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백라이트 장치는 약 3mm 내지 약 5mm 범위의 거리만큼 서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수의 리

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더욱이 광원소자로부터의 광이 배출되는 광안내장치의 대향면들 중의 하나에 적어도 하나의 광산란

플레이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백라이트 장치는 제1확산 플레이트 위에 위치된 제2확산시트를 포함하며, 제2확산 플레이트

는 제1확산 플레이트보다 더 낮은 헤이즈 레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18.
제1항에 따른 백라이트 장치를 내장하는 액정표시장치로서, 백라이트 장치로부터 방사되는 광이 액정 표시장치의 액

정패널에 조사되는 것을 특징으로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9.
제1항에 따른 백라이트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제1수지를 인젝션 몰딩하여 광안내부를 형성하는 단계;

광산란제로 이루어진 제2수지 재료를 인젝션 몰딩하여 광안내부와 일체형으로 되도록 광산란부를 형성하는 단계; 및

광산란부와 광안내부에 인접하여 광원소자를 배치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여기에서, 상기 광산란부에 포함되는 제2수지 재료는 광산란제를 약 2중량% 내지 약 5중량% 함유하고,

상기 제2 수지재료는 TiO  2 의 미립자로 이루어진 광산란제를 포함하며,

상기 광산란부의 두께(t)와 전체 광 투과율(T)은 10.1×EXP(-1.406t)≤T≤56.3×EXP(-1.569t)를 만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광안내부를 형성하는 단계는 제1결합부를 형성하는 단계와 제2결합부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광

안내부의 제1결합부는 광산란부의 제2결합부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광안내부를 형성하는 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측면과 광산란부 사이에 형성되는 실질적으로 수직인 코너를 지지

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측면 위에 리브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2.
대향면들과 측면들을 가지며 제1수지 재료를 포함하는 광안내장치로서, 광원으로부터 출사되는 광이 측면들중 적어

도 하나를 통하여 광안내장치로 입사하여 대향면들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광안내장치로부터 방사되도록 배치된 광

안내부를 구비하는 광안내장치;

광안내장치로 광이 향하도록 상기 적어도 일측면에 인접하여 배치된 광원소자를 구비하고,

상기 광안내장치는 상기 광원 위에 적어도 일부분이 놓인 지지부를 더 포함하여, 상기 광원은 상기 광안내장치의 지

지부 아래에 적어도 일부가 위치하며,

상기 광안내장치의 지지부에 의해 지지되는 광산란부로서, 상기 광원 위에 적어도 일부가 위치하며 상기 광안내장치

의 적어도 일측면으로부터 85-88°로 돌출하는 광산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용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23.
대향면들과 측면들을 가지며 제1수지 재료의 실질적으로 평평한 패널로서 형성되며 광안내부를 구비하는 광안내장

치로서, 광이 측면들중 적어도 하나를 통하여 광안내장치에 입사하여 대향면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방사되는 광안

내장치; 및

광안내부의 적어도 하나의 측면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광안내부의 적어도 하나의 측면으로 광을 조사하는 광원소자를

구비하며,

상기 광안내장치는 제2수지 재료로 구성되는 광산란부를 더 포함하고, 이 광산란부는 광안내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측면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돌출하고, 상기 광산란부는 광원소자에 의해 조사된 광을 산란하도록 광원소자 

위에 위치하며,

상기 광안내장치와 광산란부는 인젝션 몰딩에 의해 일체로 형성되고, 제1 및 제2 수지재료는 서로 다르며,

몰딩후에 광안내부에 구비되는 제1 수지재료는 제1 수축비를 가지고 몰딩후에 광산란부에 구비되는 제2 수지재료는 

제2 수축비를 가지고, 이 제1 수축비와 제2 수축비는 서로 다르며,

수지형성의 개시 시점으로부터 수지경화 시점까지의 구간에서 광산란부의 수축율은 광안내장치의 수축율보다 큰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24.



등록특허  10-0395729

- 12 -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대향면들과 측면들을 가지며 제1수지 재료의 실질적으로 평평한 패널로서 형성되며 광안내부를 구비하는 광안내장

치로서, 광이 측면들중 적어도 하나를 통하여 광안내장치에 입사하여 대향면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방사되는 광안

내장치; 및

광안내부의 적어도 하나의 측면들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광안내부의 적어도 일측면으로 광을 조사하는 광원소자를 구

비하며,

상기 광안내장치는 제2수지 재료로 구성되는 광산란부를 더 포함하며, 이 광산란부는 광안내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측면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돌출하고, 상기 광산란부는 광원소자에 의해 조사된 광을 산란하도록 광원소자 

위에 위치하며,

광원소자로부터의 광이 존재하는 광안내장치의 대향면들중 하나에 적어도 하나의 광확산판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2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란부는 2-5% TiO  2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2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지재료는 반사 그레이드 재료와 클리어 그레이드 재료로 구성된 혼합폴리카보네이트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

청구항 29.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수지재료는 반사 그레이드 재료와 클리어 그레이드 재료로 구성된 혼합폴리카보네이트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장치의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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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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