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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오드계 흡광재를 포함하는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로 형성된 매트릭스에 미소 영역이 분산된 구조를 갖는 필름을 포

함하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재료, 요오드, 및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를 포함하

는 용액으로부터 필름을 형성하는 단계; 및 필름을 연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획득되는 요오드계 편광자는 높은 편

광도를 갖는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편광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편광자의 일 예를 나타내는 개념상 평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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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2: 요오드계 흡광재

3: 미소 영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편광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 제조 방법에 의해 획득되는 편광자, 해당 편광자를 

사용하는 편광판 및 광학 필름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해당 편광판과 광학 필름을 사용한 액정 표시 장치, 유

기 EL 표시 장치, CRT, 및 PDP 같은 화상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액정 표시 장치는 시계와 손목 시계, 셀룰러 전화기, PDA, 노트북 사이즈의 퍼스널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용 모니터, 

DVD 플레이어, TV 등 같은 시장에서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다.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액정의 스위칭에 의한 편광상

태 의 변화에 기초하여 가시화가 구현되며, 여기서 편광자는 그 표시원리에 기초하여 사용된다. 특히, TV 등의 사용

은 고휘도, 및 고콘트라스트를 갖는 표시 장치를 점차 많이 요구하고 있고, 고휘도 (고투과율) 및 고콘트라스트 (고편

광도) 를 갖는 편광자가 개발 및 도입되고 있다.

편광자로서는, 예를 들어, 높은 투과율과 높은 편광도를 갖기 때문에, 요오드를 흡수한 후 연신시킨 구조를 갖는 폴리

비닐 알코올, 즉 요오드계 편광자가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일본특허공개 제 2001-296427호). 요오드계 편광자

를 제조하는 이러한 방법에서는, 폴리비닐 알코올에 요오드를 흡수시켜 제조하는 방법에서와 같이 폴리비닐 알코올계

필름을 요오드를 포함하는 수용액을 포함하는 조에 담그고, 염색하는 방법을 널리 이용한다. 그러나, 요오드는 필름에

충분하게 염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은 폴리비닐 알코올계 필름이 높은 결정성을 가질 때 소망의 광학 특성을 갖

는 편광자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전에 포함된 폴리비닐계 수지와 요오드를 포함하는 수용액으로부터 폴리비닐 

알코올계 필름을 제조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일본특허공개 제 08-190017 호 참조). 이 참조예에 따르면, 요오드를

필름에 충분하게 염색하고, 목적하는 광학적 특성을 갖는 편광자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해 획득

되는 편광자는 편광 특성의 개선이 또한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높은 편광도를 갖는 요오드계 편광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은 이러한 제조 방법에 의해 획득되는 편광자, 해당 편광자를 사용한 편광판 및 광학 필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은 해당 편광자, 편광판, 및 광학 필름을 이용하여 화상 표시 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자가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전술한 목적은 아래에 설명한 편광자 제조 방법을 

따름으로써 구현하여 본 발명의 완성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본 발명은 요오드계 흡광재를 포함하는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로 형성된 매트릭스에 미소 영역이 분산된 구조를 

갖는 필름을 포함하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방법은,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재료요오드, 요오드, 및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를 포함하는 용액으로부터 필름을 형성하는 단계; 및 필름을 연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요오드계 흡광재를 포함하는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로 형성된 매트릭스에 미소 영역이 분산된 구조를

갖는 필름을 포함하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재료,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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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 금속 요오드화물을 포함하는 용액으로부터 필름을 형성하는 단계; 요오드를 형성하기 위하여 요오드화물을 

산화하는 단계; 및 상기 필름을 연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편광자의 제조 방법에서, 미소 영역은 배향된 복굴절 재료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복굴절 재료는 적어도 배

향 처리 단계에서 액정성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편광자를 제조하는 방법에서는,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가 필름을 형성하기 전에 요오드계 흡광재를 형성하

는 요오드 또는 알칼리 금속 요오드화물과 혼합되기 때문에, 필름 결과물은 요오드계 흡광재로 충분하게 염색되어, 

높은 편광 성능을 나타낸다. 요오드계 흡광재는 요오드를 포함하는 화학종을 의미하고, 가시광을 흡수하며, 일반적으

로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특히, 폴리비닐 알코올계 수지) 와 폴리 요오드 이온 (I 3
- , I 5

- 등) 간의 반응에 의해 형

성된다. 요오드계 흡광재를 요오드 복합체라 한다. 폴리요오드계 이온은 요오드 및 요오드화물 이온으로부터 생성된

다.

본 발명의 편광자를 제조하는 방법에서, 편광자는 매트릭스로서 요오드계 흡광재와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로 형성되

는 요오드계 편광자를 가지며, 전술한 매트릭스에 분산되는 미소 영역을 갖는다. 복굴절율을 갖는 배향된 재료는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미소 영역은 액정성을 나타내는 재료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요오

드계 흡광재에 의한 2 색성 흡수의 기능과 함께, 산란성의 등방성의 기능을 갖는 특징은, 2 가지 기능의 탁월한 효과

에 따라 편광 성능을 개선시키므로, 투광성 및 편광도 모두를 갖는 편광자 및 우수한 시인성을 제공할 수 있다.

등방성 산란성의 등방의 산란성의 등방 기능은 매트릭스 및 미소 영역 사이 의 굴절율차에서 기인된다. 예를 들면, 미

소 영역을 형성하는 재료가 결정성 재료인 경우, 이들은 매트릭스로서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에 비하여 보다 높은 Δn 

의 파장 분산을 갖기 때문에, 산란성의 등방축에서의 굴절율차는 보다 짧은 파장측에서 보다 크게 되고, 그 결과, 보다

짧은 파장에서의 보다 많은 양의 산란성의 등방을 제공한다. 따라서, 큰 편광 성능의 개선 효과는 보다 짧은 파장에서

구현되어, 보다 짧은 파장측의 요오드계 편광자의 비교적 낮은 레벨의 편광 성능을 보상하므로, 높은 편광 및 중성 색

상을 갖는 편광자를 구현할 수 있다.

편광자를 제조하기 위한 전술한 방법에서, 미소 영역이 0.02 이상의 복굴절율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소 영역에 

이용되는 재료는, 보다 큰 등방성 산안 기능을 획득하기 위한 관점에서 볼 때, 전술한 복굴절율을 갖는 재료를 이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광자를 제조하기 위한 전술한 방법에서,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복굴절 재료와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사이의 각각의

광학축 방향으로의 굴절율차는, 최대값을 나타내는 축방향의 굴절율차 (Δn 1 ) 가 0.03 이상이고, Δn 1 방향과 Δn 
1 방향에 직교하는 2 방향의 축방향 간의 굴절율차 (Δn 2 ) 가 Δn 1 의 50 % 이하이다.

미국 특허 제 2123902 호 명세서에 개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광학축 방향으로의 전술한 굴절율차 (Δn 1 ,  Δn 2 ) 

의 제어는 Δn 1 방향으로 선편광된 광만을 선택적으로 산란성의 등방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산란성의 등방성의 

등방성 필름을 제공할 수 있다. 즉, Δn 1 방향으로 큰 굴절율차를 갖는 경우, 선편광된 광을 산란성의 등방할 수 있고

, Δn 2 방향으로  작은 굴절율차를 갖는 다른 경우, 선편광된 광을 투과시킬 수 있다. 또한, Δn 1 방향에 직교하는 2

방향축의 방향으로의 굴절율차 (Δn 2 ) 는 바람직하게는 동일하다.

높은 산란성의 등방성의 등방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Δn 1 방향으로의 굴절율차 (Δn 1 ) 는 0.03 이상이고, 바람직

하게는 0.05 이상이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0.10 이상이다. Δn 1 방향에 직교하는 2 방향에서의 굴절율차는 전술한 

Δn 1 의 50 % 이하이며, 바람직하게는 30 % 이하이다.

전술한 편광자의 제조 방법에서의 요오드계 흡광재에서, 해당 재료의 흡수축은 Δn 1 방향으로 배향된다.

매트릭스의 요오드계 발광재는 재료의 흡수축이 전술한 Δn 1 방향으로 평행하도록 배향되므로, 산란성의 편광 방향

에 따라 Δn 1 방향으로의 선편광된 광이 선택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Δn 2 방향으로의 입사광

의 선 편광 성분이, 산란성의 등방성 성능 없이 통상의 요오드계 편광자에서와 같이 요오드계 흡광재에 의해 거의 산

란되지 않거나 흡수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는, Δn 1 방향으로의 선편광 성분이 산란되고, 요오드계 흡광재에 의

해 흡수된다. 통상, 흡수는 흡수율 및 두께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광의 산란은 산란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비하

여 광학 경로 길이를 크게 연장한다. 그 결과, Δn 1 방향으로의 편광 성분은 통상의 요오드계 편광자의 경우에 비해 

보다 흡수된다. 즉, 보다 높은 편광도를 동일한 투과성에 의해 획득할 수 있다.

이상적인 모델을 설명을 아래에 설명한다. 이하, 선편광자에 이용되는 2 가지의 주투과율 (제 1 주투과율 k 1 (최대 

전송 방향=Δn 2 방향으로의 선편광 투과율), 및 제 2 주투과율 k 2 (최소 전송 방향=Δn 1 방향으로의 선편광 투과

율)) 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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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구입가능한 요오드계 편광자에서, 요오드계 흡광재가 하나의 방향으로 배향될 때, 평행한 투과율 및 편광도

는,

평행한 투과율 = 0.5X((k 1 ) 2 +(k 2 ) 2 )), 및

편광도 = (k 1 -k 2 )/(k 1 +k 2 )

와 같이 각각 표현할 수 있다.

그 반면, 본 발명의 편광자에서 Δn 1 방향으로 편광된 광이 산란되고, 평균 광경로 길이가 계수 α(>1) 에 의해 증가

되며 산란에 의한 탈편광이 감소될 수 있 는 경우, 주투과율은 각각 k 1 및 k 2 '=10 x (여기서, x 는 αlogk 2 ) 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이 경우의 평행한 투과율 및 편광도는,

평행한 투과율 = 0.5X((k 1 ) 2 +(k 2 ') 2 )), 및

편광도 = (k 1 -k 2 ')/(k 1 +k 2 ')

와 같이 표현된다.

본 발명의 편광자를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요오드계 편광자 (평행 투과율 0.385, 편광도 0.965, k 1 =0.877, k 2 =0.

016) 에서와 동일한 조건 (염색량 및 제조 과정이 동일함) 으로 준비하여 계산하면, α가 2 배일 때, k 2 는 0.0003 에

작게 도달하게 되고, 그 결과, 편광도는 0.999 까지 개선되는 반면, 평행 투과율은 0.385 로서 유지된다. 전술한 결과

는 계산 상으로, 기능은 산란으로 발생되는 탈편광, 표면 반사, 후방 산란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작게 감소될 수 있다. 

전술한 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다 높은 값의 α 는 보다 우수한 결과를 부여하게 되며, 요오드계 흡광재의 보다 높

은 이색성 비율은 보다 높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보다 높은 값의 α를 획득하기 위하여, 최고로 가능한 산란성의 

등방성 기능이 실현될 수 있고, Δn 1 방향으로의 편광된 광이 선택적으로 강하게 산란될 수 있다. 또한, 후방 산란이 

보다 감소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입사광 강도에 대한 후방 산란 강도의 비율은 30 %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며, 20 % 

이하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편광자를 제조하기 위한 전술한 방법에서, 미소 영역은 0.05 내지 500 ㎛ 의 Δn 2 방향으로 길이를 갖는 것이 바람

직하다.

가시광 대역의 파장에서의 Δn 1 방향으로의 진동 평면을 갖는 선편광된 광을 강하게 산란하기 위하여, 분산된 미소 

영역은 Δn 2 방향으로 0.05 내지 500 ㎛ 으로,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00 ㎛ 으로 조절되는 길이를 갖는다. 미소 

영역의 Δn 2 방향으로의 길이가 파장에 비하여 너무 짧으면, 산란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미소 

영역의 Δn 2 방향으로의 길이가 파장에 비하여 너무 길면, 필름 강도의 감소 문제 또는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액정 

재료가 미소 영역에 충분하게 배향되지 않는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편광자를 제조하기 위한 전술한 방법에서, 적어도 400 내지 700 nm 파장 범위의 대역에서 흡수 대역을 갖는 요오드

계 흡광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전술한 제조 방법에 의해 획득되는 편광자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편광자의 한 면 상에 적어도 투명 보호층을 갖는 편광판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전술한 편광자 및 전술한 편광판 중 적어도 하나가 적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필름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전술한 편광자, 전술한 편광판, 또는 전술한 광학 필름을 이용하는 화상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편광자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 은 본 발명의 편광자의 개념상 평면도이고, 편광자는, 필름

이 요오드계 흡광재 (2) 를 포함하는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1) 로 형성되고, 미소 영역 (3) 와 같이 매트릭스인 해당 

필름에 분산된 구조를 갖는다.

도 1 은 요오드계 흡광재 (2) 가 미소 영역 (3) 과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1) 간의 굴절율 차이가 최대 값을 나타내는 

축방향 (Δn 1 방향) 으로 배향되는 경우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미소 영역 (3) 에서는, Δn 1 방향의 편광 성분이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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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도 1 에서, 필름면의 일 방향에 있는 Δn 1 방향은 흡수축이다. 필름 면에서, Δn 1 방향에 직교하는 Δn 2 방향

은 투과축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Δn 1 방향에 직교하는 다른 Δn 2 방향은 두께 방향이다.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1) 로서, 가시광 영역에서 투광성을 갖고, 요오드계 흡광재를 분산 및 흡수하는 수지를 특별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래의 편광자에 사용되는 폴리비닐 알코올이나 그 유도체를 언급할 수 있다. 

폴리비닐 알코올의 유도체로서는, 폴리비닐 포말, 폴리비닐 아세탈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에틸렌과 프로

필렌 등의 올레핀, 아크릴산, 메타크릴산, 크로토닉산 등의 불포화 카르복실산, 불포화 카르복실산의 알킬에스테르, 

아크릴아미드 등으로 변형된 유도체를 언급할 수 있다. 또한,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1) 로 서는, 예를 들어, 폴리비닐

피롤리돈계 수지, 아밀로오스계 수지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상기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1) 는 성형 변형 (molding def

ormation) 등에 의해 유발되는 배향 복굴절을 쉽게 발생시키지 않는 이방성을 갖는 수지, 그리고 배향 복굴절을 쉽게 

발생시키는 이방성을 갖는 수지일 수 있다.

요오드계 흡광재 (2) 는 요오드 또는 알칼리 금속의 요오드화물로부터 제조된다. 알칼리 금속 요오드화물로서, 요오

드화 칼륨, 요오드화 나트륨, 요오드화 리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요오드화물은 산화되어 요오드계 흡광재 (2) 를 제

조한다.

미소 영역 (3) 을 형성하는 재료는, 재료가 복굴절이나 이방성을 갖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복굴절을 갖는 재료가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복굴절 재료로서는,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배향 처리시에 액정성을 나타내는 재료 (이하, 액정

성 재료라고 함) 가 사용된다. 즉, 액정성 재료는 배향 처리시에 액정성을 나타내는 한, 형성된 미소 영역 (3) 에서는 

액정성을 나타내거나, 상실할 수도 있다.

미소 영역 (3) 을 형성하는 재료는, 복굴절 재료 (액정성 재료) 는 네마틱 액정성, 스멕틱 액정성, 및 콜레스테릭 액정

성을 나타내는 재료, 또는 리오트로픽 (lyotropic) 액정성을 나타내는 재료 중 임의의 것일 수 있다. 또한, 복굴절을 갖

는 재료는 액정성 열가소성 수지일 수 있으며, 액정성 모노머의 중합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액정성 재료가 액정성 

열가소성수지인 경우, 최종적으로 얻어진 구조체의 내열성 관점에서, 높은 글라스전이 온도를 갖는 수지인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적어도 실온에서 글라스 상태를 나타내는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액정성 열가

소성 수지는 가열에 의해 배향되고, 다음으로 냉각 및 고정되고, 액정성을 유지하면서 미소 영역 (3) 을 형성한다. 배

향 후 액정성 모노머는 중합, 가교 등에 의해 고정된 상태로 미소 영역 (3) 을 형성할 수 있지만, 형성된 미소 영역 (3)

의 일부분은 액정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상기 액정성 열가소성 수지는, 주쇄형, 측쇄형, 또는 그 복합형의 다양한 골격을 갖는 폴리머가 특별한 제한없이 사용

할 수 있다. 주쇄형 액정 폴리머로서, 방향족 단위 등을 포함하는 메소겐기를 결합한 구조를 갖는 축합계의 폴리머, 예

를 들어, 폴리에스테르계, 폴리아미드계, 폴리카보네이트계, 및 폴리에스테르 이미드계 등의 폴리머를 언급할 수 있다

. 메소겐기로서 사용되는 상기 방향족 단위로서, 페닐계, 비페닐계, 나프탈렌계 단위를 언급할 수 있으며, 방향족 단위

는 시아노기, 알킬기, 알콕시기, 및 할로겐기 등의 치환기를 가질 수 있다.

측쇄형 액정 폴리머로서는, 폴리아크릴계, 폴리메타크릴계, 폴리-α-할로-아크릴계, 폴리-α-할로-시아노아크릴계,

폴리아크릴아미드계, 폴리실록산계, 및 폴리말로네이트계 등의 주쇄를 골격으로 갖고, 측쇄에 환상 단위 등으로 된 

메소겐기를 갖는 폴리머를 언급할 수 있다. 메소겐기로서 사용되는 상기 환상 단위로서는, 비페닐계, 페닐벤조아트계,

페닐 벤조우에이트계, 페닐사이클로헥산계, 아족시벤젠계, 아조메틴계, 아조벤젠계, 페닐 피리미딘계, 디페닐 아세틸

렌계, 디페닐 벤조아네이트계, 비사이클로 헥산계, 사이클로헥실벤젠계, 테르페닐계 단위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이들 

환상 단위의 말단은, 예를 들어 시아노기, 알킬기, 알 케닐기, 알콕시기, 할로겐기, 할로알킬기, 할로알콕시기, 및 할로

알케닐기 같은 치환기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할로겐기를 갖는 기가 메소겐기의 페닐기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액정 폴리머의 임의의 메소겐기는 굴곡성을 제공하는 스페이서부를 개입시켜 결합할 수도 있다. 스페이서부로

서는, 폴리메닐렌 사슬, 폴리옥시메틸렌 사슬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스페이서부를 형성하는 구조 단위의 다수의 반복

은 메소겐부의 화학적 구조에 의해 적절하게 결정되지만, 폴리메틸렌 사슬의 반복 단위의 개수는 0 내지 20, 바람직

하게는 2 내지 12 이고, 폴리옥시메틸렌 사슬의 반복 단위의 개수는 0 내지 10,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 이다.

상기 액정성 열가소성 수지는 바람직하게는 50℃ 이상, 바람직하게는 80℃ 이상의 글라스 전이 온도를 갖는다. 또한,

그들은 대략 2,000 내지 100,000 의 중량 평균 분자량을 갖는다.

액정성 모노머로서는, 말단 아크릴로일기와 메타클로일기 같은 중합성 관능기를 갖고, 거기에 환상 단위 등으로 된 

메소곤기와 스페이서부를 더 갖는 모노머를 언급할 수 있다. 아크릴로일기, 메타크릴로일기 등을 2개 이상 갖는 중합

성 관능를 이용하여 가교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내구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미소 영역 (3) 을 형성하는 재료는 상기 액정성 재료에 완전하게 제한되지는 않고, 매트릭스 재료와 다른 소재인 경우

에는 비액정성 수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수지로서, 폴리비닐 알코올와 그 유도체, 폴리올레핀, 폴리알릴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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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메타크릴레이트, 폴리아크릴아미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아크릴 스티렌 공 중합체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미소 영역 (3) 을 형성하는 재료로는 복굴절이 없는 입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미립자로서는, 예를 들어 폴리

아크릴레이트와 아크릴 스티렌 공중합체 같은 수지를 언급할 수 있다. 미립자의 사이즈는 특별히 제한되는 되는 것은

아니지만, 0.05 내지 500μm,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00μm 의 입경을 사용할 수 있다. 미소 영역 (3) 을 형성하는 

재료는 상기 액정성 재료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액정성 재료를 상기 액정성 재료에 혼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미소 영역 (3) 을 형성하는 재료로서는, 비액정성 재료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편광자의 제조 방법에는, 매트릭스가 요오드계 흡광재 (2) 를 포함하는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1) 로 형성

된 필름을 제조하는 동안, 미소 영역 (3, 예를 들면, 액정성 재료로 형성되는 배향된 복굴절 재료) 가 해당 매트릭스에 

분산된다. 이 필름에서, Δn 1 방향에서의 굴절율 차이 (Δn 1 ) 와 Δn 2 방향에서의 굴절율 차이 (Δn 2 ) 는 전술한

범위가 되도록 조절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편광자의 제조 공정을 특별하게 제한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다음의 공정,

(1)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에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재료를 분산시킨 혼합 용액을 제조하는 공정

(이하,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재료로서 액정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를 실시예를 참조하여 이하 설명하며, 이러한 액

정성 재료의 경우는 다른 재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상기 (1) 에서 획득된 혼합물을 필름으로 형성하는 공정; 및

(3) 상기 (2) 에서 획득진 필름을 연신시키는 공정

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 (1) 에서, 혼합 용액을 준비한다. 혼합 용액을 준비하는 방법으로서, 매트릭스를 형성하기 위한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의 수용액에 액정성 재료를 분산시킨 후, 요오드를 혼합하는 방법; 및 요오드를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의 수용액

에 혼합시킨 후, 액정성 재료를 분산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의 경우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의

수용액에 요오드를 혼합하는 방법은 요오드양, 또는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의 구조 및 분자량 등에 따라 이 용액이 겔

화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요오드계 흡광재를 제조한 후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특히, 폴리비닐 알코올계 수지

) 의 가교결합점에 따라 작업한다는 것을 언급한다. 겔화는 혼합 용액에 액정성 재료를 분산시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

겔화된 용액의 가열은 이를 플로잉 상태로 변화시켜, 액정성 재료의 분산을 보다 용이하게 하므로, 해당 용액을 데우

고 플로잉 상태로 변경한 후에 액정성 재료의 혼합을 촉진할 수 있다. 즉, 후자의 방법은 공정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 공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의 방법은 액정성 재료를 먼저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의 수용액에 분산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하, 전자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의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액정성 재료를 분산하는 방법은 특별하게 한정

되지 않지만, 매트릭스 성분 (투광성의 수용 성 수지) 와 액정성 재료 사이의 상 분리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트릭스 성분과 낮은 호환성을 갖는 재료를 액정성 재료로서 선택하고, 다음으로, 액정성 재료를

형성하는 재료의 용액을 분산제를 통해 매트릭스 성분의 수용액에 분산하는 방법을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매트릭스

를 형성하는 투광성 재료와 미세 영역을 형성하는 액정 재료의 혼합물에 따라 분산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매트

릭스에 분산되는 액정성 재료의 이용 양을 특별하게 제한하지 않지만,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해 액정

성 재료가 0.01 내지 100 중량부이며, 0.01 내지 10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액정성 재료는 용해 상태로 이용하거

나 용해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용매의 예는, 물, 톨루엔, 크실렌, 헥산, 사이클로헥산, 디클로로메탄, 트

리클로로메탄, 디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에틸 케톤, 메틸이소부틸케

톤, 사이클로헥사논, 사이클로펜타논, 테트라하이드로퓨란, 에틸 아세테이트 등을 포함한다. 매트릭스 성분의 용매와 

액정성 재료의 용매는 동일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용매일 수도 있다.

공정 (2) 의 필름 형성 후 건조 공정에서의 거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정 (1) 의 혼합 용액 준비 시에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액정성 재료를 용해시키는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액정성 재료는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투광성 재료의 수용액에 액정성 재료를 직접 첨가하고, 액정성 재료를 더 작은 

상태로 더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액정 온도 범위 이상으로 가열시키는 방법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용액에 요오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서, 요오드 수용액을 혼합하는 방법이 통상 이용된다. 요오드 분해를 돕기 위

하여, 요오드화 칼륨과 같은 알칼리 금속 요오드화물을 요오드화 수용액에 포함시킨다. 목적하는 광학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요오드량을 특별하게 한정하지 않지만, 100 중량부의 매트릭스 성분 (투광성의 수용성 수

지) 에 대하여 0.1 내지 10 중량부이고, 0.5 내지 5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요오드화물은 요오드 100 중량

부에 대하여 100 내지 3000 중량부이고, 200 내지 1000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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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용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온도를 특별하게 한정하지 않는다. 온도가 낮을 때, 즉, 특히 40 ℃ 이하일 때, 혼합

용액은 겔화되기 쉽다. 한편, 40 ℃ 이상일 때, 혼합 용액은 졸화되기 쉽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혼합 용액의 온

도는 공정 (2) 에서 사용되는 필름 형성 방법에서 최적의 점도 상태를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정 (2) 에서 졸 캐

스팅 방법에 의해 필름 형성 방법을 이용할 때, 혼합 용액의 온도는 졸 상태 (40 ℃ 이상) 에 적합하다.

또한, 매트릭스 성분의 용액, 액정성 재료의 용액, 또는 혼합 용액중에는 분산제, 계면 활성제, 자외선 흡수제, 난연제,

산화 방지제, 가소제, 이형 윤활제 (mold lubricant), 다른 윤활제, 및 염색제 (colorant) 같은 다양한 종류의 첨가제를

본 발명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혼합 용액의 필름을 획득하기 위한 공정 (2) 에서는, 상기 혼합 용액이 가열 건조하고, 용매를 제거함으로써, 미

소 영역이 매트릭스에 확산된 필름을 제작한다. 필름의 형성 방법으로서, 캐스팅법, 압출 성형법, 사출 성형법, 롤 성 

형법, 유연 성형법 같은 다양한 종류의 방법을 채용할 수 있다. 필름 성형에서는, 필름의 미소 영역의 사이즈가 최종적

으로 Δn 2 방향에서 0.05 내지 500μm 범위로 제어될 수 있다. 미소 영역의 사이즈와 분산성은 혼합 용액의 점도, 

혼합 용액의 선택과 조합, 분산제 혼합 용매의 열처리 (냉각속도), 및 건조속도를 조정하여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트릭스를 형성하고 높은 점성도를 갖고 높은 전단력을 발생시키는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및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액정성 재료의 혼합 용액을 액정 온도의 범위 이상으로 가열하여, 균질 믹서 (homogeneous mixer) 같은 교반기에 

의해 분산시킨 미소 영역을 더 작은 상태로 분산시킬 수 있다.

상기 필름을 연신하는 공정 (3) 은 연신 방향으로 요오드 광흡수재의 배향과 함께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액정 재료의 

배향에 이용된다. 연신 방법으로, 일축 연신법, 2축 연신법, 틸트 연신법등을 예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축 연

신법을 수행한다. 공기중의 건식 연신과 수중에서의 습식 연신 중 임의의 것을 연신법으로서 채용할 수 있다. 연신 배

율은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대략 2 내지 10 배의 비율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신은 요오드계 흡광재를 연신축 방향으로 배향시킬 수 있다. 또한, 복굴절 재료를 형성하는 액정성 재료는 상기 

연신에 의해 미소 영역에서 연신 방향으로 배향되며, 그 결과 복굴절이 발현된다.

미소 영역이 연신에 따라서 변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소 영역이 비 액정성 재료인 경우에는, 바람직하게 연신 온

도는 수지의 글라스 전이 온도 부근이 선택될 수 있고, 미소 영역이 액정성 재료인 경우에는, 액정성 재료가 네마틱상

이나 스멕틱상 또는 등방 상태 같은 액정 상태에 있도록 하는 온도를 연신 온도로서 선택하는 것이 요청된다. 연신 처

리 시점에 배향이 불충분하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가열 배향 처리 같은 공정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다.

상기 연신 이외에 액정성 재료의 배향에는 전기장과 자기장 같은 외부장의 작용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조 벤젠 

같은 광반응성 재료을 액정성 재료에 혼합하고, 그것에 신나모일기 같은 광반응성기를 도입한 액정성 재료를 사용하

여, 이들 재료를 광조사 등으로 배향처리하여 배향시킬 수 있다. 또한, 연신 처리 및 상기 배향 처리를 조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액정성 재료가 액정성 열가소성 수지인 경우, 연신시에 배향된 후, 실내 온도에서 냉각되어, 배향이 고정

화되고 안정화된다. 배향이 수행되는 경우 목적의 광학 특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액정성 모노머는 반드시 경화된 상

태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등방 전이 온도가 낮은 액정성 모노머에서, 작은 온도 상승은 등방 상태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경우, 비등방 산란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역으로 편광 성능이 악화되기 때문에 액정성 모노머가 경화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액정성 모노머중에는 실온에 방치하는 경우 결정화되는 것이 많아서, 그들은 이방 산란되

고 역으로 편광성능이 악화되기 때문에, 액정성 모노머가 경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현상의 관점에서, 임의의 

종류의 조건하에서 배향 상태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람직하게는 액정성 모노머가 경화된다. 예를 들면, 액정성

모노머의 경화 시, 액정성 모노머를 광중합 개시제와 혼합하여, 매트릭스 성분의 용액에서 분산시키고 배향한 후, 자

외선 등으로 조사하여 배향을 안정시킨다. 배향 후에는 광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없으며, 제조 공정 중 임의의 공정으

로 수행될 수 있다.

연신 공정 (3) 은 2 배 이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본 공정에서, 온도, 방법 (습식 연신법, 건조 연신법), 담금조에 함유

되어 있는 혼합할 성분의 종류 및 양 및 그 결합물을 특별하게 한정하지 않는다. 혼합될 성분으로서, 붕상과 같은 다양

한 종료의 가교제 및 알칼리 금속 요오드화물과 같은 색상 개선제를 언급할 수 있다.

연신법으로서, 예를 들면, 건조형 연신을 이용하여 요오드계 흡광성 재료와 액정 재료를 배향하고, 다음으로, 액정의 

배향을 고정한 후, 추가의 습식 연신을 수행하여, 요오드계 흡광체 자체를 더욱 배향하는 방법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 예를 들면, 요오드계 흡광재만을 연신하고 배향한 후 비교적 고온의 조에서 연신하여 요오드계 흡광재 및 액정을 배

향하는 방법을 언급할 수 있다. 물론, 연신법은 이들로 한정되지 않는다.

편광자의 제조 시, 공정 (1) 내지 (3) 과 다른 다양한 공정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액정성 향상을 위하여 형

성된 필름의 열처리 공정을 언급할 수 있다. 통상, 열 처리는 필름의 연신 공정 (3) 전에 수행될 수 있으며, 또한, 연신 

공정 (3) 후에 수행될 수 있다. 열 처리 온도는 약 50 내지 150 ℃ 이며, 바람직하게는 60 내지 120 ℃ 이다. 지나친 

고온은 요오드를 증발시키고, 필요한 광학 특성을 개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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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를 들면, 필름을 팽창시키기 위하여 수조에 필름을 담그는 공정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분해되는 임의

의 첨가제를 포함하는 수조에 필름을 담그는 공정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수용성 수지 (매트릭스) 상의 가교결합을 

위하여, 붕산 및 보락스와 같은 첨가제가 포함되는 수용액에 필름을 담그는 공정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그 내부에 

분산되는 요오드계 흡광재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알칼리 금속 요오드화물과 같은 첨가제를 포함하는 수용액에 필

름을 담그는 공정을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들은 연신 공정 (3) 전후에 임의의 순서 또는 결합물에 추가될 수 있

고, 이 공정 각각의 조에서 연신 공정 (3) 과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재료와 요오드화물을 혼합하여 준비된 혼합 용액을 공정 (1) 의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의 수용

액에 이용하는 편광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본 발명에서, 알칼리 금속 요오드화물을 혼합하여 획득되는 혼

합 용액을 이용한 공정 (1') 을 공정 (1) 의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의 수용액에 요오드화물을 혼합하는 공정 대신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혼합 용액을 이용하여, 매트릭스 성분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에 요오드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전술한 방법과 동일한 필름 형성 공정 (2) 및 동일한 연신 공정 (3) 을 요오드화물을 함유하는 혼합액에 제공하며, 요

오드 산화에 의해 요오드를 제조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정 (4) 을 이러한 공정과 함께 별도로 준비한다.

공정 (4) 을 위한 산화법으로는, 과산화수소 수용액, 과망간산 칼륨 수용액과 같은 산화조에 필름을 담그는 방법 (일

본 특허 공개 제 07-104126 호), 및 제 2 황산동 (cupric sulfate) 및 아이런 시트레이트 (iron citrate) 와 같은 수용

성 다원자 금속염의 수용액에 필름을 담그는 방법 (일본 특허 공개 제 02-73309 호) 및 다른 방법을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 산화 단계인 요오드 (I 2 ) 의 제조는 수용액의 농도, 조 온도, 담금 회소 등에 의해 제어된다. 또한, 

산화 방법으로서, 전술한 방법과 함께, 필름을 제조한 후 필름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방법 및 가시광을 조사하는 방법

에서 티티늄 옥사이드 등과 같은 광산화 촉매를 포함하는 방법을 언급할 수 있다. 해당 산화 공정 (4) 은 공정 (2) 에

서; 공정 (3) 이전 및 공정 (2) 이후에; 공정 (3) 에서 중 적절한 시기에 수행될 수 있다. 산화 공정 (4) 이 용액 상태에

서 수행될 때 용액이 겔을 형성할 수 있고 필름 형성이 어렵게 되는 가능성, 및 산화가 연신 후 수행될 때 요오드계 흡

광재 전체가 배향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우수한 편광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관점으로부터, 특

히 산화 공정 (4) 은 공정 (3) 이전 및 공정 (2) 이후의 단계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공정에 제공된 필름은 적절한 조건을 이용하여 건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조는 종래의 방법에 따라서 수행된

다.

획득된 편광자 (필름) 의 두께는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 μm 내지 3 mm , 바람직하게는 5 μ

m 내지 1 mm,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500 μm 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된 편광자는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복굴절과 연신 방향의 매트릭스 수지의 굴절율간에 대소 

관계를 가지며, 그 연신 방향은 Δn 1 방향이 되고, 연신축에 직교하는 2 방향은 Δn 2 방향이 된다. 또한, 요오드계 

흡광재의 연신 방향은 최대 흡수를 나타내는 방향이고, 따라서 흡수와 산란 효과가 최대한 발현된 편광자가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획득된 편광자는 현재의 흡수형 편광판과 동일한 기능을 갖기 때문에, 흡수형 편광판이 사용되는 다

양한 응용 분야에서 아무런 변경없이 사용될 수도 있다.

상기 편광자는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적어도 그 일면에 투과성 보호층을 제공한 편광판을 사용할 수 있다. 투과

성 보호층은 폴리머에 의한 도포층 또는 필름의 라미네이트층으로서 준비할 수 있다. 투과성 보호층을 형성하는 투과

성 폴리머나 필름 재료로서는 적절한 투과성 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 우수한 투과성, 기계적 강도, 열안정성, 수분 차

단성 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기 보호층의 재료로서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와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 등의 폴리에스테르계 폴리머; 디아세틸 셀룰로오스와 트리아세틸 셀룰로오스 등의 셀룰

로오스계 폴리머; 폴리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등의 아크릴계 폴리머; 폴리스티렌과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 (

AS 수지) 등의 스티렌계 폴리머; 폴리카보네이트계 폴리머를 언급할 수 있다. 또한, 보호 필름을 형성하는 폴리머의 

예로서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사이클로계나 놀보넨계 구조를 갖는 폴리올레핀,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등

의 폴리올레핀계 폴리머; 비닐 염화물 계 폴리머; 나일론이나 방향족 폴리아미드 등의 아미드계 폴리머; 이미드계 폴

리머; 술폰계 폴리머; 폴리에테르 술폰계 폴리머; 폴리-에테르 케톤계 폴리머; 폴리 페닐렌 황화물계 폴리머; 비닐 알

코올계 폴리머; 비닐이덴 염화물계 폴리머; 비닐 부티랄계 폴리머; 알릴레이트계 폴리머; 폴리옥시메틸렌계 폴리머; 

에폭시계 폴리머; 또는 상기 폴리머들의 브렌드 폴리머 (blend polymer) 를 언급할 수 있다. 아크릴계, 우레탄계, 아

크릴 우레탄계, 에폭시계, 및 실리콘계 등의 열경화형 또는 자외선 경화형 수지로 이루어진 필름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일본 특개 2001-343529호 공보 (WO 01/37007)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분자 필름, 예를 들어, (A) 측쇄 (side

chain) 에 치환 및/또는 비치환 이미도기 (imido group) 를 갖는 열가소성 수지, 및 (B) 측쇄에 치환 및/또는 비치환 

페닐 및 니트릴기를 갖는 열가소성 수지를 포함하는 수지 혼합물을 언급할 수 있다. 예시적인 예로서, 이소-부틸렌 과

N-메틸 말레이미드, 및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교대공중합체 (alternating copolymer) 를 함

유하는 수지 혼합물로 구성된 필름을 언급할 수 있다. 수지 혼합물의 혼합물 압출 제품 (mixture extruded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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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하는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투과성 보호 필름으로는, 편광 특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트리아세틸 셀룰로오드 같은 셀룰로오스계 폴리머가 바람

직하고, 특히 트리아세틸 셀룰로오스 필름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투과성 보호 필름의 두께는 500㎛ 이하고, 바람

직하게는 1 내지 300㎛ 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5 내지 300㎛ 이다. 또한, 편광자의 양면에 투과성 보호 필름을 제

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고분자 재료를 함유하는 투과성 보호 필름을 전면과 후면 양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고

분자 재료 등을 함유하는 투과성 보호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투과성 보호 필름은 가능한 적은 착색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필름 두께방향에서 Rth = [(nx + ny/2 

- nz] x d 로 표현되는 -90nm 내지 +75nm 의 위상차값을 갖는 보호필름을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nx 

와 ny 는 필름 평면의 주굴절율을 나타내고, nz 는 필름 두께 방향의 굴절율이고, d 는 필름 두께를 나타낸다). 따라서

, 보호 필름으로부터 생성된 편광판의 착색 (광학적 착색) 은 두께 방향에서 -90 nm 내지 +75 nm의 위상차값 (Rth) 

를 갖는 보호 필름을 사용하여 대부분 제거된다. 두께 방향의 위상차값 (Rth) 은 바람직하게는 -80 내지 +60 nm 이

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70 nm 내지 +45 nm 이다.

상기 투과성 보호필름의 편광 필름을 접착하지 않은 면상에 하드 코트층을 준비하거나, 반사 방지, 스티킹 방지, 확산

또는 안티 글레어에 목적을 둔 처리를 실시한다.

하드코트 처리는 편광판 표면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하며, 이 하드코드 필름은 예를 들어, 아크릴계 및

실리콘계 수지 등의 적절한 자외선 경화형 수지를 이용하여 우수한 경도와 슬라이드 특성 등을 갖는 경화 코팅 필름

을 보호 필름의 표면상에 추가할 수 있다. 편광판 표면상에 외광의 반사방지 목적에서 반사방지 처리가 실시되며, 이

는 종래의 방법 등에 따라서 반사방지 필름을 형성하여 준비될 수 있다. 또한, 인접층과의 밀착 방지 목적에서 스티킹 

방지 처리는 실시될 수 있다.

또한, 외광이 편광판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편광판을 통한 투과광의 시인을 저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티

글레어 처리가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처리는 샌드 블래스팅이나 엠보싱에 의한 조면화 방식과 투과성 미립자를 배합

하는 방식 등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보호 필름의 표면에 미세 요철 구조를 부여함으로써 실시할 수 있다. 상기 표

면상의 미세 요철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배합되는 미립자로서는, 예를 들어 실리카, 알루미늄, 티타늄, 지르코늄, 주

석 산화물, 인듐 산화물, 카드뮴 산화물, 안티모니 산화물 등을 포함하는 전도성 무기계 미립자와 가교 또는 비가교 폴

리머를 포함하는 유기계 미립자 등의 그 평균 입경이 0.5 내지 50μm 인 투과성 미립자를 사용할 수 있다. 표면상에 

미세 요철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 미립자의 사용량은 표면상에 미세 요철 구조를 형성하는 투과성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대략 2 내지 5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5 내지 25 중량부이다. 안티글레어층은 편광판을 통한 투과

광을 확산시켜서 시야각 등을 확대시키기 위한 확산층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시야각 확대 기능 등).

또한, 상기 반사방지층, 스티킹 방지층, 확산층, 안티글레어층 등은 보호 필름 자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은 

보호층과는 다른 광학층으로서 준비할 수 있다.

상기 편광 필름과 투과성 보호 필름의 접착 처리에서는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접착제로서는 이소시아네이트계 접

착체, 폴리비닐 알코올계 접착제, 젤라틴계 접착제, 비닐 폴리머계 라텍스형 접착체, 수용성 폴리에스테르계 접착제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상기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수용액을 포함하는 접착제로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0.5 내지 60중

량% 의 고형분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편광판은 상기 접착제를 이용하여 상기 투과성 보호 필름과 편광 필름을 접착시켜서 제작한다. 접착제의 

도포는 투과성 보호 필름이나 편광 필름중 하나에 수행할 수 있고 그들 양쪽에 수행할 수도 있다. 접착후에, 건조 처리

를 실시하여, 도포된 건조층을 포함하는 접착층을 형성한다. 편광 필름과 투과성 보호 필름의 접착 처리는 롤 래미네

이터 등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접착층의 두께는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략 0.1 내지 5 

μm 이다.

본 발명의 편광판은 실제 사용에서는 다른 광학층들로 적층된 광학 필름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광학층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한은 없지만, 반사판, 반투과판, 위상차판 (1/2 파장판과 1/4 파장판을 포함함) 및 시야각 보상필름 등의 

액정 표시 장치 등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나 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광학층을 사용할 수 있다. 특

히 바람직하게는, 편광판은, 반사판이나 반투과판을 본 발명의 편광판에 적층한 반사형 편광판; 위상차판을 그 편광

판에 더 적층한 타원편광판 또는 원편광판; 시야각 보상 필름을 편광판에 더 적층한 광시야각 편광판; 또는 휘도향상 

필름을 편광판에 더 적층한 편광판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반사층을 편광판상에 설치하여 반사형 편광판을 제공하며, 이런 종류의 판은 표시를 제공하기 위해 시인측 (표시측) 

으로부터의 입사광을 반사하는 액정 표시 장치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종류의 기판은 백라이트 등의 내장 광원을 필요

로 하지 않으나, 액정표시 장치를 용이하게 얇게 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반사형 편광판은, 필요한 경우 금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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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사층을 투과성 보호층 등을 통하여 편광판의 일면에 부착하는 방식 등의 적절한 방식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

다.

반사형 편광판의 예로는, 필요한 경우 매트처리한 보호 필름의 일면에 알루미늄 등의 반사 금속의 호일 및 증착 필름

을 접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반사층을 형성한 판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요철 구조의 반사층이 준비된 상기 보호 

필름에 미립자를 혼합해서 얻은 표면상의 미세 요철 구조를 갖는 다른 종류의 판을 언급할 수 있다. 상기 미세 요철 

구조를 갖는 반사층은 입사광을 난반사로 확산시켜서 지향성과 번쩍거림을 방지하며, 명암의 불균일 등을 억제하는 

이점을 갖는다. 또한, 미립자를 포함하는 보호 필름은 입사광과 필름을 통하여 투과되는 반사광이 확산되는 결과로 

명암의 불균일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되는 이점을 갖는다. 보호 필름의 표면 미세 요철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은 표

면상의 미세 요철구조를 갖는 반사층은, 예를 들어, 진공 증착법 (vacuum deposition), 이온 플레이팅법, 스퍼터링법,

및 플레이팅법 등의 적절한 방식의 진공 증착법 (vacuum evaporation) 을 직접 이용하여 투과성 보호층의 표면에 금

속을 접착하는 방법에 의해서 형성할 수 있다.

반사판을 상기 편광판의 보호 필름에 직접 제공하는 방법 대신에, 투과성 필름용의 적절한 필름상에 반사층을 준비하

여 구성한 반사시트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반사층은 금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화에 의한 반

사율의 저하방지, 장기간동안 초기 반사율유지, 및 반사층의 별도 준비를 필요없게 한다는 점에서, 반사층은 사용시에

보호필름이나 편광판 등으로 피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반투과형 편광판은, 광을 반사하고 투과하는 하프밀러 등의 반투과형 반사층으로서 상기 반사층을 준비함으로

써 얻을 수 있다. 반투과형 편광판은 일반적으로 액정셀의 백사이드에 준비되며, 비교적 밝은 분위기에서 사용할 때 

시인측 (표시측) 으로부터 반사되는 입사광에 의해 화상을 표시하는 종류의 액정 표시 장치 유닛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유닛은 비교적 어두운 분위기에서 반투과형 편광판의 백사이드에 내장된 백라이트 등의 내장형 광원을 이

용하여 화상을 표시한다. 즉, 반투과형 편광판은 밝은 분위기에서 백라이트 등의 광원의 에너지를 줄이는 액정 표시 

장치를 얻는 데 유용하며, 필요한 경우 비교적 어두운 분위기 등에서 내장 광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편광판은 위상차판을 적층하는 타원편광판이나 원편광판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상기 타원 편광판과 원편

광판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들 편광판들은 직선편광을 타원편광 또는 원편광으로 변환하고, 타원편광 또는 원편광을 

직선편광으로 변환하거나, 또는 위상차판의 기능에 의해 직선편광의 편광방향을 변환할 수 있다. 원편광을 직선편광

으로 변환하거나, 직선편광을 원편광으로 변환하는 위상차판으로서는, 소위 1/4 파장판 (λ/4 판이라고도 함) 을 사용

한다. 일반적으로, 직선편광의 편광방향을 변환할 때는, 1/2 파장판 (λ/2 판) 을 사용한다.

타원편광판은 슈퍼 트위스트 네마틱 (STN) 형 액정표시 장치의 액정층의 복 굴절에 의해 발생한 착색 (청색 또는 황

색) 을 보상 (방지) 함으로써 이런 착색없이 단색 표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3 차원 

굴절율을 조절하는 편광판은, 바람직하게는 경사진 방향으로부터 액정 표시 장치의 화면을 보았을 때 발생하는 착색 

(청색 또는 황색) 을 보상 (방지) 할 수도 있다. 원편광판은, 예를 들어 착색된 화상을 제공하는 반사형 액정 표지장치

의 화상의 색조를 조절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반사방지 기능도 갖는다. 예를 들어, 위상차판

은 다양한 파장판, 액정층 등의 복굴절에 의한 착색, 시야각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상차 등의 광학

적 특성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위상차값을 갖는 2 종류 이상의 위상차판을 갖는 적층체를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다. 위상차판으로서는, 폴리카보네이트, 노보르닌계 수지,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스티렌,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

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알릴레이트, 폴리아미드 등의 적절한 고분자를 함유하는 필름을 연신하여 형성한 복굴절 필름;

액정폴리머 등의 액정을 함유하는 배향 필름; 액정성 재료의 배향층을 지지하는 필름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위상차판

은, 액정층의 복굴절에 의한 착색, 시야각 등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파장판 등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위상차를 갖는 위상차판일 수 있으며, 위상차 등의 광학특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2 종류 이상의 위상차판을 적

층한 위상차판일 수 있다.

상기 타원편광판과 상기 반사형 타원편광판은, 편광판이나 반사형 편광판을 위상차판과 적절하게 결합한 적층판이다.

이런 종류의 타원편광판 등은 편광판 (반사형) 과 위상차판을 결합하고, 액정표시 장치의 제조시 그들을 일대일로 각

각 적층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한편, 적층을 우선 수행하여 광학 필름으로서 얻은 타원편광판 등의 편광판은 품질

의 안정성, 적층시 작업성 등에서 우수하며, 액정표시 장치의 제조 효율이 향상된다는 이점을 갖는다.

시야각 보상필름은 시야각을 확대하여 화면에 수직 방향이 아닌 경사진 방향에서 관측할 경우에도 화상이 비교적 선

명하게 보이게 하는 필름이다. 시야각 보상 위상차판과 같이, 일축 연신 또는 직교 양방향 연신처리한 복굴절특성을 

갖는 필름, 및 경사 배향필름 등의 양방향 연신 필름을 사용할 수도 있다. 경사 배향 필름으로서, 예를 들어 열수축 필

름을 고분자 필름에 접착하고, 접착한 필름을 가열하고, 연신하고, 수축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수축하는 방

법을 사용하여 얻은 필름, 또는 경사진 방향으로 배향된 필름을 언급할 수 있다. 액정셀 등에 의한 위상차에 기초한 표

시각의 변화, 우수한 시인성을 갖는 표시각 확장의 변화에 의한 착색의 방지목적으로 시야각 보상필름을 적절하게 결

합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5-0001403

- 11 -

또한, 우수한 시인성의 광시야각을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액정 폴리머의 배향층으로 이루어진, 특히 디스코틱 액정 폴

리머 (discotic liquid crystal polymer) 의 경사배열층으로 이루어진 광학 이방성층이 트리아세틸 셀룰로오스 필름으

로 지지되는 보상판을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다.

편광판과 휘도향상 필름을 서로 접착한 편광판은 일반적으로 액정셀의 백사이드에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휘도 향

상 필름은 액정 표시 장치의 백라이트와 백사이드로부터의 반사 등에 의한 자연광이 있을 경우, 소정 편광축을 갖는 

직선편광이나 소정 방향을 갖는 원편광을 반사시키며, 다른 광을 투과시키는 특성 을 나타낸다. 따라서, 휘도향상 필

름을 편광판에 적층하여 얻은 편광판은 소정 편광상태 없이는 광을 투과하지 않고 그것을 반사하며, 백라이트 등의 

광원으로부터 광을 수용함으로써 소정 편광상태를 갖는 투과광을 얻을 수 있다. 이 편광판은 휘도 향상 필름에 의해 

반사된 광이 백사이드에 준비된 반사층을 통하여 역전되도록 하고, 광을 휘도향상필름으로 재입사시켜서, 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정 편광 상태의 광으로서 투과시킴으로써 휘도 향상 필름을 통한 투과광의 양을 증가시킨다. 편광판은

편광자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편광을 공급함과 동시에, 액정 화상 표시 장치 등에 이용가능한 광량을 증가시켜서, 그 

결과 발광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 즉, 휘도 향상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백라이트 등에 의해 액정셀의 백사이드로부

터 편광자를 통하여 광이 입사하는 경우, 편광자의 편광축과는 다른 편광방향을 갖는 광의 대부분이 편광자에 의해 

흡수되며, 편광자를 투과하지는 않는다. 이는, 사용한 편광자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광의 50% 가 

편광자에 의해 흡수되고, 액정 화상표시 장치 등에 사용하기 위한 광의 양이 상당히 감소하여 그 표시화상이 어두워

진다. 휘도 향상필름은 편광자에 흡수되는 편광방향을 갖는 광을 편광자에 의해 입사시키지는 않지만, 휘도 향상필름

에 의해 한번 광을 반사시키며, 또한 광을 휘도 향상필름에 재입사시키기 위하여 백사이드에 준비된 반사층 등을 통

하여 광을 역전시킨다. 이런 상기 반복동작에 의하여, 양자간에 반사되고 역전된 광의 편광방향이 편광자를 통과하는

편광방향을 갖게되는 경우, 휘도 향상 필름은 광을 투과시켜서 편광자에 제공한다. 그 결과, 백라이트로부터의 광은, 

밝은 화면을 얻기 위하여 액정 표시 장치의 화상 표시용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휘도향상 필름과 상기 반사층 사이에 확산판을 설치할 수 있다. 휘도 향상 필름이 반사한 편광은 상기 반사층 

등으로 입사하고, 설치한 확산판은 통과하는 광을 균일하게 확산시키며, 동시에 광상태를 비편광으로 변화시킨다. 즉,

확산판은 편광을 자연광 상태로 복귀시킨다. 비편광상태, 즉 자연광상태의 광은 반사층 등을 통하여 반사하고, 반사층

등을 향해 확산판을 통하여 휘도향상필름으로 다시 입사하는 단계들을 반복한다. 이런식으로, 휘도 향상 필름과 상기

반사층사이에, 편광을 자연광상태로 복귀시키는 확산판을 설치하며, 표시 화면의 밝기를 유지하면서 균일하고 밝은 

화면을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표시 화면의 밝기의 불균일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확산판을 준비함으로써, 제 1 입

사광의 반사 반복회수는 확산판의 확산기능과 함께 균일하고 밝은 표시 화면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까지 증가한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상기 휘도 향상 필름으로는, 적절한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유전체 물질의 다층 박막; 소정 편광축을 갖는 직선편

광된 편광을 투과하며 다른 광은 반사시키는 특성을 갖는, 서로 다른 굴절률 이방성 (3M Co., Ltd. 의 D-BEF 등) 을 

갖는 박막의 다층 적층 필름 등의 적층 필름; 콜레스테릭 액정 고분자의 배향 필름; 배향된 콜레스테릭 액정층이 지지

되는 필름 등의, 좌선성 또는 우선성 회전으로 원편광된 광을 반사하고 다른 광은 투과하는 특성을 갖는 필름 (NITT

O DENKO CORPORATION 의 PCF350; Merck Co., Ltd.의 Transmax 등)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소정 편광축을 갖는 직선편광을 투과하는 종류의 휘도향상 필 름에서는, 투과광의 편광축을 배향하고 

광을 편광판 자체에 입사시킴으로써, 편광판에 의한 흡수손실을 조절하며 편광을 효과적으로 투과시킬 수 있다. 한편,

콜레스테릭 액정층으로서 원편광을 투과하는 종류의 휘도향상 필름에서는, 광은 편광자 자체로 입사시키지만, 흡수 

손실 조절을 고려하여, 원편광을 위상차판을 통하여 직선편광으로 변화시킨 후, 광을 편광자로 입사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원편광은 위상차판 등의 1/4 파장판을 사용하여 직선편광으로 변환한다.

550nm 의 파장을 갖는 약한 광에 대해 1/4 파장판으로서 기능하는 위상차층을 1/2 파장판으로서 기능하는 위상차층

등의 다른 위상차 특성을 갖는 위상차층으로 적층하는 방식으로, 가시광선 영역 등의 광파장 범위에서 1/4 파장판으

로서 기능하는 위상차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편광판과 휘도향상 필름 사이에 위치하는 위상차판은 하나 이상의 

위상차층으로 구성된다.

또한, 서로다른 반사 파장을 갖는 2개 이상의 층을 서로 적층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콜레스테릭 액정층에서는 가시

광선 영역 등의 넓은 파장의 원편광을 반사시키는 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콜레스테릭 액정층을 사용

하여 넓은 파장범위의 투과 원편광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편광판은, 편광판을 적층한 다층 필름 및 상기 분리형 편광판인 2 개 이상의 광학층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 편광판은 반사형 타원편광판, 반투과형 타원편광판 등일 수 있으며, 여기서 상기 반사형 편광판 또는 반투과형 편광

판은 각각 상기 위상차판과 결합할 수 있다.

상기 광학층을 편광판에 적층하는 것은 액정 표시 장치 등의 제조과정에서 적층을 연속하여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방

법에 의해 형성하지만, 이전에 적층한 형태의 광학 필름은 품질면에서 우수한 안정성과 조립작업성을 갖는 현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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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가지며, 따라서 액정 표시 장치 등의 제조 처리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접착층 등의 적절한 접착 수단을 적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편광판과 다른 광학 필름을 접착하는 경우에, 광학축은 목표 위상차 특성 등에 따라서 적합

한 배치각도로 설정한다.

한층 이상의 편광판을 적층한 광학 필름과 상기 편광판에는, 액정셀 등의 다른 부재와의 접착을 위해서 접착층을 준

비할 수 있다. 접착층을 형성하는 점착제 (pressure sensitive adhesive) 는 특별하게 제한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크릴계 고분자; 실리콘계 고분자;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폴리아미드, 폴리에테르; 플로오르계 및 고무계 

고분자를 기재 고분자로서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아크릴계 점착체 등의 점착제를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

으며, 이는 광학적 투과성이 우수하며, 적절한 습윤성 (wettability), 응집성(cohesiveness) 및 접착성을 갖는 접착 특

성을 나타내며, 현저한 내후성과 내열성 등을 갖는다.

또한, 낮은 흡습성과 우수한 내열성을 갖는 접착층이 바람직하다. 이는, 흡습에 의한 발포현상과 박리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팽창 차이에 기인한 액정셀의 광학특성의 저하와 만곡 (curvature) 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구성이 

우수한 고품질의 액정 표시 장치를 제조하기 위하여 이들 특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접착층은 천연 또는 인공수지, 접착수지, 글라스 섬유, 글라스 비드 (glass bead), 금속분, 다른 무기분 등

을 함유하는 충진재, 안료, 착색제, 및 산화방지제 등을 함유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미립자를 함유하고, 광확산성을 갖

는 접착층일 수 있다.

접착층을 광학 필름의 일면 또는 양쪽면에 부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재 고분자나

그 혼합물이 용해 또는 확산된 대략 10 내지 40 중량% 의 점착제 용액, 예를 들어, 톨루엔이나 에틸아세테이트, 또는 

이들 두 용제의 혼합 용제를 제조할 수 있다. 유연 방식 (flow method), 코팅 방식 등의 적절한 전개방식을 이용하여 

편광판 상단 또는 광학 필름 상단에 직접 도포하는 방법, 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세퍼레이터 (separator) 상에 접착층

을 한번 형성한 후, 편광판이나 광학 필름상에 이송하는 방법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조성물과 다른 종류의 점착제가 서로 적층되는 층으로서, 접착층을 각각의 층상에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접착층을 양쪽면에 준비할 경우 편광판이나 편광필름의 전면 또는 후면상에 서로다른 성분, 서로다른 종류나 

두께 등을 갖는 접착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점착층의 두께는 사용목적과 접착강도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1 내지 500 ㎛ 이고, 바람직하게는 5 내지 200 ㎛ 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100 ㎛ 이다.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착층의 노출면에 임시 세퍼레이터를 부착한다. 그로인해, 

실제 취급중에 외부 물질이 접착층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세퍼레이터로서는, 상기 두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 실리콘계, 긴사슬 알킬계, 플루오르계 이형제, 황화 몰리브데늄 등의 이형제로 코팅한 적

절한 종래의 시트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적절한 시트재로서, 플라스틸 필름, 고무시트, 종이, 포, 부직포, 네트, 발포 시

트, 금속박, 또는 그들의 적층 시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살리실산 (salicylic acid), 에스테르계 화합물, 벤조페놀계 화합물, 벤조트리아졸계 화합물, 시

아노 아크릴레이트계 화합물, 및 니켈 착염계 화합물 등의 UV 흡수제를 첨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외선 흡수 특성

을 편광판용 편광자, 투과성 보호 필름, 광학 필름 등의 상기 각각의 층, 접착층 등에 부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광학 필름은 액정 표시 장치등의 다양한 설비를 준비하는 데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액정 표시 장치의

조립은 종래의 방법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다. 즉, 액정 표시 장치는 일반적으로 액정셀, 광학 필름, 및 필요한 경우 조

명 시스템 등의 여러 부분을 적절하게 조립하고, 구동회로를 결합함으로서 제조한다. 본 발명에서는 본 발명의 광학 

필름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래 방법을 사용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 또한, TN 형, STN 형, π형 등의 임

의의 종류의 액정셀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광학 필름을 액정셀의 일면 또는 양면에 배치하고, 백라이트나 반사판을 조명 시스템용으로 사용하는 액정표시 

장치 등의 적절한 액정 표시 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이경우, 본 발명에 의한 광학 필름을 액정셀의 일면 또는 양면에 

설치할 수 있다. 광학 필름을 양측에 설치할 때, 그들은 서로 동일한 종류일 수도 다른 종류일 수도 있다. 또한, 액정 

표시 장치를 조립할 때, 확산판, 안 티 글레어층, 반사방지막, 보호판, 프리즘 어레이, 렌즈 어레이 시트, 광확산판, 및 

백라이트 등의 적절한 부품을 한개 층 또는 2개 이상의 층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이어서, 유기 EL 장치 (유기 EL 표시 장치) 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유기 EL 표시 장치에서는, 투과성 기판상에 발

광체 (유기 EL 발광체) 를 형성하는 순서로 투과성 전극, 유기 발광층, 및 금속전극을 순차적층한다. 여기서, 유기 발

광층은 다양한 유기 박막의 적층체이며, 다양한 조합의 많은 조성물들, 예를 들어 트리페닐아민 유도체 등으로 이루

어진 정공 주입층의 적층체, 안트라센 등의 형광 유기 고체로 이루어진 발광층; 발광층과 페릴렌 유도체 등으로 이루

어진 전자 주입층의 적층체; 이들 정공 주입층, 발광층, 및 전자 주입층 등의 적층체 등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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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EL 표시 장치는 투과성 전극과 금속 전극사이에 전압을 인가하여 양의 정공과 전자를 유기 발광층에 주입하는 

원리에 기초하여 광을 방사하며, 이들 양의 정공과 전자의 재조합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는 형광 물질을 여기시켜서, 

결과적으로 여기된 형광물질이 기저상태로 돌아갈 때 광을 방사하게 된다. 중간과정에서 행해지는 재결합이라 불리는

메카니즘은 일반적인 다이오드에서의 메카니즘과 동일하며, 예상대로는 인가 전압에 대한 정류특성을 수반하는 전류

와 발광 강도사이에 강한 비선형 관계가 존재한다.

유기 EL 표시 장치에서는, 유기 발광층에서 발광이 나오도록, 하나 이상의 전극이 투과성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듐 틴 옥사이드 (ITO) 등의 투과 성 전기 도체로 형성된 투과성 전극을 애노드로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전기 주입

을 용이하게 하고 발광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작은 일함수 (work function) 를 갖는 물질을 캐소드로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Mg-Ag 및 Al-Li 등의 금속 전극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구성의 유기 EL 표시 장치에서는, 유기발광층은 대략 10 nm 두께의 매우 얇은 필름에 의해 형성한다. 이런 이유

로, 광은 투과성 전극과 마찬가지로 유기 발광층을 거의 완전하게 투과한다. 그 결과, 광이 방사되지 않을 때, 투과성 

기판의 표면으로부터 입사광으로서 입사하고, 투과성 전극과 유기 발광층을 투과하며, 금속 전극에 의해서 반사되는 

광이, 투과성 기판의 전방 표면에서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유기 EL 표시 장치는 외부에서 볼 경우 거울처럼 보인다.

전압 인가에 의해 광을 방사하는 유기 발광층 표면상에 투과성 전극을 구비함과 동시에, 유기 발광체의 백사이드에 

금속 전극을 구비하는 유기 EL 발광체를 포함하는 유기 EL 표시 장치에서는, 위상차판을 이들 투과성 전극과 편광판 

사이에 설치하고, 투과성 전극의 표면상에 편광판을 준비한다.

위상차판과 편광판은, 외부로부터 입사광으로서 입사하고 금속 전극에 의해 반사된 광을 편광시키는 기능을 갖기 때

문에, 이들은 금속전극의 거울표면을 편광작용에 의해 외부로부터 볼 수 없도록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 위상차판은 1

/4 파장판으로 구성되고, 편광판과 위상차판의 2 개의 편광 방향사이의 각도를 π/4 로 조절하는 경우, 금속 전극의 

글라스표면은 완전하게 차폐된다.

이는 이런 유기 EL 표시 장치로 입사광으로서 입사하는 외광의 단지 직선 편 광성분만이 편광판의 작용으로 투과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직선 편광은 일반적으로 위상차판에 의해 타원편광을 제공하며, 특히 위상차판은 1/4 파장판

이며, 또한 편광판과 위상차판의 2 개의 편광방향사이의 각도가 π/4 로 조절될 때 이는 원편광을 제공한다.

이 원편광은 투명 기판, 투명 전극, 유기 박막을 투과하고, 금속전극에 의해서 반사된후, 유기 박막, 투과성 전극 및 투

명 기판을 다시 투과하여, 위상차판을 통해 직선편광으로 복귀한다. 이 직선 편광은 편광판의 편광방향에 대하여 직

각이기 때문에, 이는 편광판을 투과할 수 없다. 그 결과, 금속전극의 글라스 표면은 완전하게 차폐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을 본 발명의 실시예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다음 내용들에서 '부' 는 중량부를 나타낸다.

실시예 1

광중합 개시제로서 UCL-001 에 대해 1 중량% 의 Irgacure 369 를 포함하는 액정 모노머 (Dainippon Ink and Che

micals Inc. 제조, 46 ℃ 의 등방 상전이온도) 및 13 중량% 의 고체 함유율의 폴리비닐알코올 수용액 (KURARAY CO

., LTD. 제조, 98.5 % 의 감화도, 2400 의 중합도) 을, (폴리비닐알코올):(액정 모노머) = 100:3 (중량비) 가 되도록 

혼합하였다. 획득된 용액을 균질 믹서에서 3000 rpm 로 10 분 동안 교반하여, 용액을 획득하였다. 획득된 용액을 60 

℃ 서모스탯에서 데우고, 요오드와 요오드화 칼륨을 포함하는 수용액을 용액에 방울을 떨어뜨리는 방 식 (dropwise) 

으로 첨가하면서, 온도를 유지하면서 교반하여, 혼합액을 획득하였다. 이 때, (폴리비닐 알코올):(요오드):(요오드화 

칼륨)=100:1.54:10.8 (중량비) 가 획득될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절하였다. 혼합액의 겔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혼합액을

캐스팅하고, 도포기로 코팅한 후 서냉하였다. 획득된 코팅 필름을 실온에서 6 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폴리

비닐 알코올에 액정 모노머의 미소 영역과 요오드가 혼합되는 필름을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획득된 혼합 필름을 붕산

3 중량% 의 수용액 조에서 30 ℃ 에서 30 초 동안 유지한 후, 이 조에서 5 회 연신하였다. 또한, 5 중량% 의 요오드화

칼륨의 수용액 조에서 30 ℃ 에서 10 초 동안 담근 후, 50 ℃ 에서 4 분 동안 건조하였다. 다음으로, 금속 할로겐 램프

를 이용하여 100 mJ/㎠ 의 자외선을 조사하고, 액정 모노머의 배향을 고정하여, 편광자를 획득하였다.

편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획득되는 편광자를 관찰함으로써, 액정 모노머의 분산된 무한한 개수의 미소 영역이 폴리비

닐 알코올 매트릭스에 형성된 것을 알게되었다. 액정 모노머는 연신 방향으로 배향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미소 

영역의 연신 방향으로의 평균 사이즈 (Δn 2 방향) 는 1 내지 3 ㎛ 이 되었다.

매트릭스 및 미소 영역의 굴절율을 각각 측정하였다. 먼저, 동일한 연신 조선 하에서 연신되는 폴리비닐 알코올 필름

의 개별 굴절율을 Abbe 굴절계 (측정광 : 589 nm) 로 측정하였으며, 연신 방향 (Δn 1 방향) 으로의 굴절율=1.5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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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Δn 2 방향으로의 굴절율=1.52 로 주어졌다. 또한, 액정 모노머 (UCL-001) 는 굴절율 (n e : 이상광 굴절율 및 n

o : 정상광 굴절율) 이 측정되었다. Abbe 굴절기 (측정광 : 589 nm) 를 이용하여, 수직 배향 공정이 수행된 고굴절 글

라스 상에 배향되고 코팅되는 액정 모노머의 n o 를 측정하였다. 그 반면, 수평 배향 공정에 제공된 액정셀을 액정 배

향 프로세스에 투입하고, 자동 복굴절 측정 장치 (Oji Scientific Instruments 제조, 자동 복굴절계 KOBRA 21 ADH) 

를 이용하여 리타데이션을 측정하고, 광학 간섭 방법을 이용하여 셀 갭 (d) 을 별도로 측정한 후, (리타데이션)/(셀 갭)

으로부터 Δn 을 계산하였다. Δn 과 n 0 의 합을 n e 로서 정의하였다. n e (Δn 1 방향의 굴절율과 등가)=1.662 및 

n o (Δn 2 방향의 굴절율과 등가)=1.51 의 합을 n e 로서 정의하였다. 따라서, Δn 1 =0.12 및 Δn 2 =0.01 의 계산

결과를 획득하였다. 또한, 굴절율 차이를 절대값으로 나타낸다. 전술한 결과로부터, 소망의 등방성 산란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합개시제의 추가 및 자외선에 의한 경화가 액정 모노머의 굴절율이 약간 변화하였지만, 그 변화는 작다. 그리

고, 경화 시, 전술한 등방성 산란의 기능은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만족스럽게 개선되었다.

비교예 1

실시예 1 에서 혼합용액의 준비 시 액정 모노머를 혼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 과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여

편광자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2

폴리비닐 알코올(KURARAY CO., LTD. 제조, 98.5 % 의 감화도, 2400 의 중합도), 요오드화 칼륨, 글리세린을 각각 

100 중량부, 30 중량부, 15 중량부로 혼합하고, 폴리비닐 알코올 10 중량부를 포함하는 수용액을 준비하였다. 메소겐

기의 양 말단에 각각 하나의 아크릴올기를 갖는 액정 모노머를, 폴리비닐 알코올 100 중량부에 대하여 액정 모노머가

3 주양부가 되도록, 획득된 수용액에 혼합하였다. 액정 온도 범위보다 낮은 온도에서 호모믹서를 6000 rpm 으로 하

여 10 분 동안 교반하면서 획득된 혼합물을 가열하여, 혼합액을 획득하였다. 실온 (23 ℃) 혼합액을 방치하면서 공기 

방울을 탈기한 후, 혼합액을 캐스트 방법을 이용하여 코팅하였다. 다음으로, 120 ℃ 에서 건조하여, 70 ㎛ 의 두께를 

갖는 불투명한 흰 혼합 필름을 획득하였다.

획득된 혼합 필름을 10 중량% 의 과산화수소 용액에서 30 초 동안 담그고, 다음으로, 30 ℃ 의 3 중량% 의 붕산 수용

액 조에서 담그어, 필름을 가교 결합하였다. 다음으로, 60 ℃ 의 4 중량% 붕산 수용액 조에서 필름을 담그는 동안, 5 

회 연신하였다. 다음으로, 30 ℃ 의 5 중량% 요오드화 칼륨 수용액에 담그어, 색상 조정을 수행하였다. 전술한 습식 

연신 공정 후, 50 ℃ 에서 4 분 동안 건조하고, 편광자를 획득하였다.

획득된 편광자를 편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함으로써, 무한한 개수의 액정 모노머의 분산된 미소 영역이 폴리비닐 

알코올 매트릭스에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액정 모노머는 연신 방향으로 배향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미소

영 역의 연신 방향 (Δn 2 방향) 으로의 평균 사이즈가 1 내지 3 ㎛ 로 주어졌다.

매트릭스 및 미소 영역의 굴절율을 각각 측정하였다. 먼저, 동일한 연신 조건 하에서의 폴리비닐 알코올 필름의 개별 

굴절율을 Abbe 굴절계 (측정값 : 589 nm) 로 측정하여, 연신방향 (Δn 1 방향) 으로의 굴절율=1.54 및 Δn 2 방향의

굴절율=1.52 을 획득하였다. 또한,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액정 모노머의 굴절율 (n e : 이상 광굴절율 

및 n o : 정상 광굴절율) 을 측정하였으며, n e (Δn 1 방향으로의 굴절율과 등가) =1.66 및 n o (Δn 2 방향으로의 

굴절율과 등가)=1.53를 획득하였다. 따라서, Δn 1 =0.12 및 Δn 2 =0.01 의 계산된 결과를 획득하였다. 전술한 결과

로부터, 소망의 등방성 산란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비교예 2

실시예 2 에서 액정 모노머를 혼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2 와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여, 편광자를 획득하였

다.

(평가)

내장형 구를 갖는 분광광도계 (Hitachi Ltd. 제조, U-4100) 를 이용하여 실시예 1 내지 2 및 비교예 1 내지 2 에서 획

득된 편광자 (시료) 에 대한 광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Glan Thompson 프리즘 편광자를 통하여 획득되는 완전하게 

편광된 광을 100 % 로서 설정하는 조건 하에서 선편광된 광의 투과율을 측정하였다. CIE 1931 표준 색미터법에 기

초하여 투과율을 계산하였으며, 상대적인 스 펙트럼 응답 보상을 수행하는 Y 값으로 나타낸다. 표시 K 1 은 최대 투

과율 방향으로의 선편광을 나타내고, K 2 는 이 방향에 직교하는 선편광의 투과율을 나타낸다.

편광도 (P) 는 식 P={(K 1 -K 2 )}/{(K 1 +K 2 )}×100 으로 계산된다. 단체의 투과율 (T) 을 식 T=(K 1 +K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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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하였다.

[표 1]

표 1 의 결과는 실시예 1 의 편광자가 비교예 1 의 편광자보다 개선된 편광 성능을 갖는 것을 나타낸다. 두 예는 동일

한 조건 하에서 연장되고 폴리비닐 알코올의 배향도가 거의 등가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편광 성능의 개선은 전

술한 효과에서 기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 의 결과는 실시예 2 의 편광자가 비교예 2 의 편광자보다 개선

된 편광 성능을 갖는 것을 나타낸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본 발명은 높은 편광도를 갖는 요오드계 편광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제조 방

법에 의해 획득되는 편광자, 해당 편광자 를 사용한 편광판, 광학 필름, 및 이들을 이용한 화상 표시 장치를 획득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요오드계 흡광재를 포함하는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로 형성된 매트릭스에 미소 영역이 분산된 구조를 갖는 필름을 포

함하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으로서,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재료,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및 요오드를 포함하는 용액으로부터 필름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필름을 연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미소 영역은 배향된 복굴절 재료로 형성되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복굴절 재료는 적어도 배향 처리 단계에서 액정성을 나타내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미소 영역은 0.02 이상의 복굴절율을 갖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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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복굴절 재료와 상기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사이 의 각각의 광축 방향으로의 굴절율차는,

최대값을 나타내는 축방향의 굴절율차 (Δn 1 ) 가 0.03 이상이고,

Δn 1 방향과 Δn 1 방향에 직교하는 2 방향의 축방향 간의 굴절율차 (Δn 2 ) 가 Δn 1 의 50 % 이하인 편광자의 제

조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요오드계 흡광재의 흡수축은 Δn 1 방향으로 배향되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미소 영역은 Δn 2 방향으로 0.05 내지 500 ㎛ 의 길이를 갖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요오드계 흡광재는 적어도 400 내지 700 nm 파장 범위의 대역에서 흡수 대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광

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따른 편광자의 제조 방법으로 획득되는 편광자.

청구항 10.
제 9 항에 따른 편광자의 한 면 상에 적어도 형성되는 투명 보호층을 갖는 편광판.

청구항 11.
제 9 항에 따른 편광자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광학 필름.

청구항 12.
제 9 항에 따른 편광자를 포함하는 화상 표시 장치.

청구항 13.
요오드계 흡광재를 포함하는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로 형성된 매트릭스에 미소 영역이 분산된 구조를 갖는 필름을 포

함하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으로서,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재료,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및 알칼리 금속 요오드화물을 포함하는 용액으로부터 필름을 형

성하는 단계;

요오드를 형성하기 위하여 요오드화물을 산화하는 단계; 및

상기 필름을 연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미소 영역은 배향된 복굴절 재료로 형성되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복굴절 재료는 적어도 배향 처리 단계에서 액정성을 나타내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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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미소 영역은 0.02 이상의 복굴절율을 갖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미소 영역을 형성하는 복굴절 재료와 투광성의 수용성 수지 사이의 각각의 광축 방향으로의 굴절율차는,

최대값을 나타내는 축방향의 굴절율차 (Δn 1 ) 가 0.03 이상이고,

Δn 1 방향과 Δn 1 방향에 직교하는 2 방향의 축방향 간의 굴절율차 (Δn 2 ) 가 Δn 1 의 50 % 이하인 편광자의 제

조 방법.

청구항 18.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요오드계 흡광재의 흡수축은 Δn 1 방향으로 배향되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미소 영역은 Δn 2 방향으로 0.05 내지 500 ㎛ 의 길이를 갖는 편광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요오드계 흡광재는 적어도 400 내지 700 nm 파장 범위의 대역에서 흡수 대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편광

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1.
제 13 항에 따른 편광자의 제조 방법으로 획득되는 편광자.

청구항 22.
제 21 항에 따른 편광자의 한 면 상에 적어도 형성되는 투명 보호층을 갖는 편광판.

청구항 23.
제 21 항에 따른 편광자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광학 필름.

청구항 24.
제 21 항에 따른 편광자를 포함하는 화상 표시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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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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