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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 및 그 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의 제조 방법은 광결정 콜로이드 내의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를

고분자 필름 위에 적층시키는 단계, 적층된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를 고정화시켜 광결정 콜로이드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적층된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는 소정의 격자 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의 제조 방법은 단일층 또는 수개층만으로 반사 편광 특성을 가지도록 형성하여 휘도 강화 필름의

제조 공정을 단순화시킨다.

대표도

도 4d

색인어

휘도강화필름, 확산필름, 프리즘필름, 고분자필름, 광결정콜로이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을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단면도이고,

  도 2a는 (111)의 격자 구조를 이루며 고분자 필름 위에 적층된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2b는 (100)의 격자 구조를 이루며 고분자 필름 위에 적층된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를 도시한 도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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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광결정 콜로이드를 제조하기 위한 반응기의 도면이고,

  도 4a 내지 도 4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의 제조 방법을 순서대로 도시한 도면

이고,

  도 5는 제1 및 제2 광결정 콜로이드막이 형성된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6 내지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을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 방법

을 순서대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 20 : 고분자 수지

  141 : 확산 필름 142 : 휘도 강화 필름

  143 : 프리즘 필름 144 : 고분자 필름

  245 : 광결정 콜로이드막 146 : 제1 자외선 가교제

  147 : 제2 자외선 가교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액정 표시 장치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평판 표시 장치 중 하나로서, 전계 생성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두 장의 표

시판과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액정층으로 이루어져,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여 액정층의 액정 분자들을 재배열시킴으로

써 액정층을 통과하는 빛의 투과율을 조절하는 표시 장치이다.

  이러한 액정 표시 장치는 광을 발생시키는 백라이트부, 백라이트에서 발생된 광의 휘도를 균일하게 하는 광학 필름부 및

균일한 광을 이용하여 영상을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한다.

  이 중 광학 필름부는 확산 필름, 프리즘 필름 및 휘도 강화 필름 등으로 이루어지고, 휘도 강화 필름은 수백 층 이상의 필

름이 적층되어 있어서 140 내지 440μm의 두꺼운 두께를 가지며, 제조 공정이 복잡하다.

  또한, 광학 필름부의 확산 필름, 프리즘 필름 및 휘도 강화 필름은 각각 별도로 형성되어 서로 소정 간격을 가지며 배치된

다.

  그러나, 액정 표시 장치가 대형화됨에 따라 서로 다른 재질의 확산 필름, 프리즘 필름 및 휘도 강화 필름은 온도 및 습도에

의해 팽창되는 정도가 서로 더 달라지게 되며, 이러한 팽창 정도의 불균일에 의해 움(waviness)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이러한 광학 필름부의 움(wrinkle)에 의해 얼룩 등의 디스플레이 불량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제조 공정이 단축되며, 움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 및 그 제조 방

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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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의 제조 방법은 광결정 콜로이드 내의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를

고분자 필름 위에 적층시키는 단계, 상기 적층된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를 고정화시켜 광결정 콜로이드막을 형성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적층된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는 소정의 격자 구조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적층된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는 (111) 또는 (100) 격자 구조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의 제조 방법은 반응기의 내부에 탈이온수, 계면활성제 및 중화제를 투입하고 교반시키는 단

계, 상기 반응기 내부에 스티렌 모노머를 투입하는 단계, 상기 반응기 내부에 개시제를 투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 내의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를 고분자 필름 위에 적층시키는 단계는 상기 고분자 필

름이 부착된 기판을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가 들어있는 용기에 침수시키는 단계, 상기 고분자 필름이 부착된 기판을 광결정

콜로이드로부터 건져내고 건조시켜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를 상기 고분자 필름 위에 적층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막 위에 또 다른 고분자 필름 및 광결정 콜로이드막을 차례로 적층하여 복수개의 휘도 강화

필름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는 수 nm에서 수백 nm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고분자 필름은 폴리카보네이트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계, 폴리이미드계, 폴리아미드계, 폴리에테르계,

폴리술폰계, 폴리프로필렌계,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계, 폴리프로필렌계, 아세틸셀룰로스계, 이들간의 공중합체 또는

이들간의 유도체 필름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은 고분자 필름, 상기 고분자 필름 위에 형성되어 있는 광결정 콜로이드

막을 포함하고,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막의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는 소정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상기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는 (111) 또는 (100) 격자 구조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고분자 필름은 폴리카보네이트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계, 폴리이미드계, 폴리아미드계, 폴리에테르계,

폴리술폰계, 폴리프로필렌계,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계, 폴리프로필렌계, 아세틸셀룰로스계, 이들간의 공중합체 또는

이들간의 유도체 필름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는 수 nm에서 수백 nm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 방법은 확산 필름 위에 제1 자외선 가교제를 적하하는 단계, 상기 제1 자외

선 가교제를 상기 확산 필름 위에 균일하게 도포하는 단계, 상기 제1 자외선 가교제 위에 휘도 강화 필름을 위치시키는 단

계, 상기 휘도 강화 필름 위에 제2 자외선 가교제를 적하하는 단계, 상기 제2 자외선 가교제를 상기 휘도 강화 필름 위에 균

일하게 도포하는 단계, 상기 제2 자외선 가교제 위에 프리즘 필름을 위치시키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 자외선 가교제에 자

외선을 조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휘도 강화 필름은 고분자 필름 위에 형성되어 있는 광결정 콜로이드막으로 이루어

지며,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막의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는 소정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제1 및 제2 자외선 가교제는 스핀 코팅법 또는 블레이딩법을 이용하여 각각 상기 확산 필름 및 휘도 강화 필름

위에 균일하게 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는 영상을 표시하는 표시부, 상기 표시부에 광을 공급하는 백라이트부, 상기 표시부

및 백라이트부 사이에 위치하며, 확산 필름, 프리즘 필름 및 하나 이상의 휘도 강화 필름을 포함하는 광학 필름부를 포함하

고, 상기 휘도 강화 필름은 고분자 필름, 상기 고분자 필름 위에 형성되어 있는 광결정 콜로이드막을 포함하고, 상기 광결

정 콜로이드막의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는 소정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확산 필름 위에 휘도 강화 필름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휘도 강화 필름 위에 프리즘 필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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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기 확산 필름 및 휘도 강화 필름은 제1 자외선 가교제에 의해 부착되어 있으며, 상기 휘도 강화 필름 및 프리즘 필

름은 제2 자외선 가교제에 의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휘도 강화 필름의 두께는 수 μm 내지 수 mm 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

여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

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면에서 여러 층 및 영역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두께를 확대하여 나타내었다.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

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층, 막, 영역, 판 등의 부분이 다른 부분 "위에" 있다고 할 때, 이는 다른 부분 "바

로 위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중간에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반대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 "바로 위에"

있다고 할 때에는 중간에 다른 부분이 없는 것을 뜻한다.

  이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 및 그 제조 방법에 대하여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을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단면도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을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100)

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130), 표시부(130)의 하부에 위치하여 표시부(130)로 광을 공급하는 백라이트부(145),

표시부(130) 및 백라이트부(150) 사이에 개재되며, 백라이트부(150)에서 발생된 광의 휘도를 균일하게 하는 광학 필름부

(140)를 포함한다. 또한, 표시부(130)는 박막 트랜지스터(TFT, thin film transistor) 표시판(131), 박막 트랜지스터 표시

판(131)과 마주 보는 색필터 표시판(132) 및 이들 표시판(131, 132) 사이에 주입되는 액정층(135)으로 이루어진다. 그리

고, 박막 트랜지스터 표시판(131) 및 색필터 표시판(132)의 외부에는 각각 하부 및 상부 편광판(133, 134)이 배치되어 있

다.

  박막 트랜지스터 표시판(131)에는 행렬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복수의 화소 전극(도시하지 않음), 화소 전극에 선택적

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복수의 박막 트랜지스터(도시하지 않음), 박막 트랜지스터에 연결되어 있는 복수의 게이트선(도시

하지 않음)과 복수의 데이터선(도시하지 않음)이 구비되어 있다.

  색필터 표시판(132)은 화소 전극과 함께 전계를 생성하는 공통 전극과 색상을 표시하기 위한 색필터를 포함한다. 화소 전

극과 공통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면 전계가 형성되어 그 사이에 위치한 액정 분자들의 배열을 변화시킨다.

  백라이트부(150)는 빛을 생성하는 복수개의 램프(151)와 램프(151)로부터의 빛을 표시부(130)로 안내하기 위한 도광판

(152)을 구비한다. 도 1에 도시한 램프 (151)는 램프(151)가 표시부(130) 및 도광판(150) 아래에 배치되는 직하형(direct

type)이다. 도광판(150)은 표시부(130)의 아래에 위치하고, 표시부(130)에 대응하는 크기를 가진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광판(150)은 균일한 두께를 가질 수도 있고, 두께가 점차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

  도광판(150)의 상부에는 표시부(130)로 향하는 빛의 휘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광학 필름부(140)가 배치되며, 백라이

트부(130)의 하부에는 도광판(150)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다시 도광판(150) 쪽으로 반사시켜 광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반사판(160)을 배치한다.

  광학 필름부(140)는 복수개의 광학 필름(optical film)으로 이루어진다. 즉, 광학 필름부(140)는 백라이트부(150)에서 발

생된 광을 확산시켜 휘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는 확산 필름(diffusion film)(141), 광원 중 P파는 투과하고 S파는 리사이클

링(recycling)시켜 휘도를 향상시키는 휘도 강화 필름(brightness enhancement film)(142) 및 균일한 휘도 분포를 가지

는 광을 집광하는 프리즘 필름(prism film)(143)으로 구성된다.

  확산 필름(141) 위에 휘도 강화 필름(142)이 형성되어 있고, 휘도 강화 필름(142) 위에 프리즘 필름(143)이 형성되어 있

다.

  이러한 확산 필름(141) 및 휘도 강화 필름(142)은 제1 자외선 가교제(146)에 의해 부착되어 있고, 휘도 강화 필름(142)

및 프리즘 필름(143)은 제2 자외선 가교제(147)에 의해 부착되어 광학 필름부(140)는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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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확산 필름(141), 휘도 강화 필름(142) 및 프리즘 필름(143)을 일체형으로 형성함으로써 온도 및 습도에 의해

팽창되는 정도가 서로 다른 확산 필름(141), 휘도 강화 필름(142) 및 프리즘 필름(143)사이에 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

다.

  휘도 강화 필름(142)은 고분자 필름(144) 및 고분자 필름(144) 위에 형성되어 있는 광결정 콜로이드막(Photonic crystal

colloidal film)(245)을 포함한다. 이러한 휘도 강화 필름(142)은 하나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고분자 필름(144)은 폴리카보네이트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계, 폴리이미드계, 폴리아미드계, 폴리에테르계, 폴리

술폰계, 폴리프로필렌계,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계, 폴리프로필렌계, 아세틸셀룰로스계, 이들간의 공중합체 또는 이들

간의 유도체 필름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 2a 및 도 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광결정 콜로이드막(245)은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 및 고분자 수

지(20)로 이루어진다.

  도 2a에는 (111)의 격자 구조를 이루며 고분자 필름(144) 위에 적층된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가 도시되어

있고, 도 2b에는 (100)의 격자 구조를 이루며 고분자 필름(144) 위에 적층된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가 도시

되어 있다.

  도 2a 및 도 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는 (111), (100) 또는 그 외의 결정 형태와 같은

소정의 격자 구조를 이루며 적층되어 있다. 그리고,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의 크기는 수 nm에서 수백 nm인 것이 바람

직하다.

  고분자 수지(20)는 고분자 필름(144)의 기질과 동일한 기질의 고분자 용액을 경화시켜 형성하며,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

이드 입자(10)를 고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소정의 격자 구조를 이루는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를 가지는 광결정 콜로이드막(245)은 반사 편광

특성을 가진다. 즉, 소정의 격자 구조를 이루는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에 의해 P파는 통과하고 S파는 반사되

어 반사 편광 특성이 구현된다.

  즉, 도 1, 도 2a 및 도 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백라이트부(150)에서 발생한 광은 P파와 S파를 포함하며, 반사 편광 특성

을 가지는 휘도 강화 필름(142)에 의해 P파는 통과하고 S파는 반사되며, P파만이 표시부로 공급된다.

  따라서, 250 내지 800nm 파장의 광에 대해 휘도 강화 필름(142)은 P파는 투과시키며, S파는 반사시킨다. 그리고, 휘도

강화 필름(142)에서 반사된 S파는 반사판(160)에 의해 다시 반사되어 P'파 및 S'파가 되며, 이중 P'파는 투과되고, S'파는

휘도 강화 필름(142)에서 반사되고 반사판(160)에 의해 다시 반사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광결정 콜로이드

막(245)을 통과하는 P파의 양이 커지게 되어 휘도가 증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광결정 콜로이드막(245)을 가지는 휘도 강화 필름(142)을 복수개로 형성함으로써 반사 편광 특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종래의 휘도 강화 필름(142)은 수백 층 이상의 필름이 적층되어 있어서 140 내지 440μm의 두꺼운 두께를 가지며, 제조

공정이 복잡하였으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와 같은 휘도 강화 필름(142)은 단일층 또는 수개층만으로 반사 편광 특성을 가

지므로 휘도 강화 필름(142)의 두께가 얇아지며, 제조 공정이 단순화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142)의 제조 방법에 대해 도 3 내지 도 5를 참

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반응기를 이용하여 광결정 콜로이드를 제조한다. 광결정 콜로이드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

해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반응기(40)의 내부에 약 450g의 탈이온수(deionized water, DI water), 유화제 또는 계면활성제(emulsifier)인 소디움

스티렌 술폰네이트(sodium styrene sulfonate) 0.3g 및 버퍼(buffer),즉 중화제인 소디움 하이드로겐 카보네이트

(sodium hydrogen carbonate) 0.25g를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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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반응기(40) 내부의 온도를 80도로 유지하면서 10분 정도 반응기(40) 내부의 교반기(41)를 350rpm 이상으로 회

전시켜 반응기(40) 내부의 물질을 교반시킨다. 즉,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이 다른 2종 이상의 물질을 외부적인 기계 에너

지를 사용하여 균일한 혼합 상태로 만든다.

  다음으로, 반응기(40) 내부에 스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 50g를 투입한다. 그리고, 1 시간 후에 반응기(40) 내부

에 개시제(initiator)로서 포타시움 퍼설페이트(potassium persulfate) 0.25g를 투입하고, 질소 분위기 하에서 18시간동안

중합 반응(polymerization)을 진행시켜 광결정 콜로이드(50)를 제조한다.

  이 때, 제조되는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의 크기는 모노머 및 유화제간의 농도비를 조절하여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의 크기는 수십 nm 내지 수백 nm가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상기에서 제조한 광결정 콜로이드(50) 내의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를 고분자 필름(144) 위에 적

층시킨다.

  이를 위해 우선, 도 4a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고분자 필름(144)이 부착된 글래스 기판(1)을 광결정 콜로이드(50)가 들어있

는 용기(2) 내에 넣는다. 즉, 디핑 방법 (dipping method)으로 광결정 콜로이드(50)가 들어있는 용기 내에 고분자 필름

(144)이 부착된 글래스 기판(1)을 수직으로 세워 넣어서 광결정 콜로이드(50)가 고분자 필름(144)과 접촉되도록 한다.

  고분자 필름(144)은 폴리카보네이트계(polycarbonat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계(poly ethylene terephthlate,

PET), 폴리이미드계(polyimide), 폴리아미드계(polyamide), 폴리에테르계(polyether), 폴리술폰계(polysulfone), 폴리

프로필렌계(polypropylene),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계(polymethylmethacrylate), 폴리프로필렌계(polypropylene),

아세틸셀룰로스계(acetylcellulose), 이들간의 공중합체 또는 이들간의 유도체 필름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

직하다.

  다음으로, 도 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고분자 필름(144)이 부착된 글래스 기판(1)을 광결정 콜로이드(50)가 들어있는 용

기(1)로부터 건져내어 4도 내지 100도의 증발 온도 및 수분 내지 수십 시간 정도의 증발 시간에서 진공 건조시킨다.

  이 경우, 도 4c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결정 콜로이드(50) 내에 들어 있는 물 또는 에탄올 등의 유기 용매(30)가 증발하면

서 고분자 필름(144)의 표면에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가 차례로 부착된다. 이 때, 도 4d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는 소정의 격자 구조를 이루며 적층된다.

  다음으로, 도 2a 및 도 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적층된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가 고분자 필름(144)의 표면에 부착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고분자 필름(144)의 기질과 동일한 기질의 고분자 수지(20)를 고분자 필름(144) 위에 균일하게 도포

한다. 따라서, 고분자 수지(20)가 경화됨에 따라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는 고분자 필름(144)의 표면에 소정의

격자 구조를 이루며 고정화된다.

  이와 같이, 적층된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 및 고분자 수지(20)로 이루어진 제1 광결정 콜로이드막(245)에 의해 반사

편광 특성이 구현된다. 즉, 적층된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가 이루는 소정의 격자 구조가 반사 편광 특성을 구

현시킨다.

  즉, 도 2a 및 도 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백라이트부(150)에서 발생한 광은 P파와 S파를 포함하며, 반사 편광 특성을 가

지는 휘도 강화 필름(142)에 의해 P파는 통과하고 S파는 반사되며, P파만이 표시부로 공급된다.

  따라서, 250 내지 800nm 파장의 광에 대해 휘도 강화 필름(142)은 P파는 투과시키며, S파는 반사시킨다. 그리고, 휘도

강화 필름(142)에서 반사된 S파는 반사판(160)에 의해 다시 반사되어 P'파 및 S'파가 되며, 이중 P'파는 투과되고, S'파는

휘도 강화 필름(142)에서 반사되고 반사판(160)에 의해 다시 반사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제1 광결정 콜로

이드막(245)을 통과하는 P파의 양이 커지게 되어 휘도가 증가된다.

  고분자 수지(20)를 고분자 필름(144) 위에 균일하게 도포하는 방법으로는 스핀 코팅법, 블레이딩법 또는 용액 침지법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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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휘도 강화 필름(142)의 반사 편광 특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1 광결정 콜로이드막(245) 위에 고분자 필름(144) 및

제2 광결정 콜로이드막(246)을 형성할 수도 있다.

  도 5에는 제1 및 제2 광결정 콜로이드막(245, 246)이 형성된 상태를 도시하였다.

  즉, 제1 광결정 콜로이드막(245) 위에 고분자 필름(164)을 부착하고, 제1 광결정 콜로이드막(245) 및 고분자 필름(164)

이 형성된 글래스 기판을 광결정 콜로이드에 침수시킨다.

  그리고, 글래스 기판을 광결정 콜로이드로부터 건져내어 물 또는 에탄올 등의 유기 용매를 증발시키면 고분자 필름(164)

의 표면에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6)가 소정 격자 구조로 적층된 제2 광결정 콜로이드막(246)이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공정을 반복하여 복수개의 휘도 강화 필름(142)을 형성할 수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142)을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 방법에 대

해 도 6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확산 필름(141) 위에 용액 형태의 제1 자외선 가교제(146)를 적하한다.

  다음으로, 도 7a 및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자외선 가교제(146)를 확산 필름(141) 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즉, 도 7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핀 코팅(spin coating)법으로 확산 필름(141)을 회전시켜 확산 필름(141) 위에 제1 자

외선 가교제(146)를 일정 두께로 균일하게 도포하거나,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블레이딩(blading)법으로 확산 필름

(141)을 회전시켜 확산 필름(141) 위에 제1 자외선 가교제(146)를 롤러(55)를 이용하여 일정 두께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음으로, 도 8a 및 도 8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자외선 가교제(146) 위에 휘도 강화 필름(142)을 위치시킨다. 휘도

강화 필름(142)은 고분자 필름(144) 위에 형성되어 있는 광결정 콜로이드막(245)을 포함하며, 하나이상인 것이 바람직하

다. 그리고, 광결정 콜로이드막(245)의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는 소정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예컨대,

(111) 또는 (100) 격자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소정의 격자 구조를 이루는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10)를 가지는 광결정 콜로이드막(245)은 반사 편광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휘도 강화 필름(142)은 P파는 투과시키며, S파는 반사시킨다. 그리고, 휘도 강화 필름(142)에서

반사된 S파는 반사판(160)에 의해 다시 반사되어 P'파 및 S'파가 되며, 이중 P'파는 투과되고, S'파는 휘도 강화 필름(142)

에서 반사되고 반사판(160)에 의해 다시 반사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광결정 콜로이드막(245)을 통과하는 P

파의 양이 커지게 되어 휘도가 증가된다.

  그리고, 휘도 강화 필름(142) 위에 용액 형태의 제2 자외선 가교제(147)를 적하한다. 그리고, 제2 자외선 가교제(147)를

확산 필름(141) 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즉, 도 8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핀 코팅(spin coating)법으로 확산 필름(141)을 회전시켜 확산 필름(141) 위에 제2 자

외선 가교제(147)를 일정 두께로 균일하게 도포하거나, 도 8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블레이딩(blading)법으로 확산 필름

(141)을 회전시켜 확산 필름(141) 위에 제2 자외선 가교제(147)를 롤러(55)를 이용하여 일정 두께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음으로,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2 자외선 가교제(147) 위에 프리즘 필름(143)을 위치시킨다. 그리고, 제1 및 제2

자외선 가교제(146, 147)에 자외선 (Ultra Violet, UV)을 조사하여 제1 자외선 가교제(146)로 확산 필름(141) 및 휘도 강

화 필름(142)을 서로 부착시키고, 제2 자외선 가교제(147)로 휘도 강화 필름(142) 및 프리즘 필름(143)을 서로 부착시킨

다.

  이와 같이, 액정 표시 장치의 광학 필름부(140)의 확산 필름(141), 휘도 강화 필름(142) 및 프리즘 필름(143)을 일체형으

로 형성함으로써 확산 필름(141), 휘도 강화 필름(142) 및 프리즘 필름(143)사이에 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상기에서는 제1 및 제2 자외선 가교제(146, 147)에 동시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확산 필름(141) 및 휘도 강화 필름(142)

과, 휘도 강화 필름(142) 및 프리즘 필름(143)을 동시에 부착시켰으나, 제1 자외선 가교제(146)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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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필름(141) 및 휘도 강화 필름(142)을 서로 부착시킨 후, 제2 자외선 가교제(147)를 도포하고, 그 위에 프리즘 필름

(143)을 위치시킨 후, 제2 자외선 가교제(147)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휘도 강화 필름(142) 및 프리즘 필름(143)을 서로 부

착시킬 수도 있다.

  한편, 상기에서는 광학 필름부(140)를 일체형으로 제조하기 위해 제1 자외선 가교제(146)를 적하하는 공정, 제1 자외선

가교제(146)를 균일하게 도포하는 공정, 제1 자외선 가교제(146) 위에 휘도 강화 필름(142)을 위치시키고, 휘도 강화 필

름(142) 위에 제2 자외선 가교제(147)를 적하하는 공정, 제2 자외선 가교제(147)를 균일하게 도포하는 공정, 제2 자외선

가교제(147) 위에 프리즘 필름(143)을 위치시키고, 제1 및 제2 자외선 가교제(146, 147)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공정을 각

각 별도의 설비에서 진행하였으나, 상기 제조 공정을 긴 롤(Roll) 위의 여러 부분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롤 투 롤(Roll to

Roll)방식의 연속 공정으로 일체형 광학 필름부를 제조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권리 범위는 이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 및 그 제조 방법은 종래의 휘도 강화 필름과 달리, 소정의 격자 구조를

이루는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를 가지는 광결정 콜로이드막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단일층 또는 수개층만으로 반사 편광 특성

을 가지도록 형성하여 휘도 강화 필름의 제조 공정을 단순화시켜 비용을 절감시킨다.

  또한, 확산 필름, 휘도 강화 필름 및 프리즘 필름을 일체형으로 형성함으로써 온도 및 습도에 의해 팽창되는 정도가 서로

다른 확산 필름, 휘도 강화 필름 및 프리즘 필름사이에 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결정 콜로이드 내의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를 고분자 필름 위에 적층시키는 단계,

  상기 적층된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를 고정화시켜 광결정 콜로이드막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적층된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는 소정의 격자 구조를 이루는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의 제조 방

법.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적층된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는 (111) 또는 (100) 격자 구조를 이루는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서,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의 제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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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기의 내부에 탈이온수, 계면활성제 및 중화제를 투입하고 교반시키는 단계,

  상기 반응기 내부에 스티렌 모노머를 투입하는 단계,

  상기 반응기 내부에 개시제를 투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서,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 내의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를 고분자 필름 위에 적층시키는 단계는

  상기 고분자 필름이 부착된 기판을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가 들어있는 용기에 침수시키는 단계,

  상기 고분자 필름이 부착된 기판을 광결정 콜로이드로부터 건져내고 건조시켜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를 상기 고

분자 필름 위에 적층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서,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막 위에 또 다른 고분자 필름 및 광결정 콜로이드막을 차례로 적층하여 복수개의 휘도 강화 필름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서,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는 수 nm에서 수백 nm인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서,

  상기 고분자 필름은 폴리카보네이트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계, 폴리이미드계, 폴리아미드계, 폴리에테르계, 폴리

술폰계, 폴리프로필렌계,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계, 폴리프로필렌계, 아세틸셀룰로스계, 이들간의 공중합체 또는 이들

간의 유도체 필름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고분자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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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고분자 필름 위에 형성되어 있는 광결정 콜로이드막

  을 포함하고,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막의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는 소정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

청구항 9.

  제8항에서,

  상기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는 (111) 또는 (100) 격자 구조를 이루는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서,

  상기 고분자 필름은 폴리카보네이트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계, 폴리이미드계, 폴리아미드계, 폴리에테르계, 폴리

술폰계, 폴리프로필렌계,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계, 폴리프로필렌계, 아세틸셀룰로스계, 이들간의 공중합체 또는 이들

간의 유도체 필름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

청구항 11.

  제8항에서,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는 수 nm에서 수백 nm인 액정 표시 장치용 휘도 강화 필름.

청구항 12.

  확산 필름 위에 제1 자외선 가교제를 적하하는 단계,

  상기 제1 자외선 가교제를 상기 확산 필름 위에 균일하게 도포하는 단계,

  상기 제1 자외선 가교제 위에 휘도 강화 필름을 위치시키는 단계,

  상기 휘도 강화 필름 위에 제2 자외선 가교제를 적하하는 단계,

  상기 제2 자외선 가교제를 상기 휘도 강화 필름 위에 균일하게 도포하는 단계,

  상기 제2 자외선 가교제 위에 프리즘 필름을 위치시키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 자외선 가교제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휘도 강화 필름은 고분자 필름 위에 형성되어 있는 광결정 콜로이드막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막의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는 소정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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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2항에서,

  상기 제1 및 제2 자외선 가교제는 스핀 코팅법 또는 블레이딩법을 이용하여 각각 상기 확산 필름 및 휘도 강화 필름 위에

균일하게 도포하는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영상을 표시하는 표시부,

  상기 표시부에 광을 공급하는 백라이트부,

  상기 표시부 및 백라이트부 사이에 위치하며, 확산 필름, 프리즘 필름 및 하나 이상의 휘도 강화 필름을 포함하는 광학 필

름부

  를 포함하고,

  상기 휘도 강화 필름은

  고분자 필름,

  상기 고분자 필름 위에 형성되어 있는 광결정 콜로이드막

  을 포함하고,

  상기 광결정 콜로이드막의 복수개의 광결정 콜로이드 입자는 소정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서,

  상기 확산 필름 위에 상기 휘도 강화 필름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휘도 강화 필름 위에 프리즘 필름이 형성되어 있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서,

  상기 확산 필름 및 휘도 강화 필름은 제1 자외선 가교제에 의해 부착되어 있으며, 상기 휘도 강화 필름 및 프리즘 필름은

제2 자외선 가교제에 의해 부착되어 있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17.

  제14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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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휘도 강화 필름의 두께는 수 μm 내지 수 mm 인 액정 표시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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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도면4b

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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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d

도면5

도면6

도면7a

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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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도면8b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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