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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액정 표시 패널에 전달시키는 도광 시이트를 이용한 백라이트를 이용한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 밝기가 균일하고 고휘도의 화상 표시를 얻을 수 있는 액정 표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광 시이트(1)는 굴절율이 다른 2종류 이상의 투명한 비정질층이 시이트 표면(8)에 대해 소정의 각도를 
이루어 적층되어 있는 것이다. 상기 도광 시이트(1)를 백라이트에 이용하도록 구성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도광 시이트 및 그 제조방법 및 상기 도광 시이트를 이용한 백라이트 및 상기 백라이트를 이용한 액정 표
시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도광 시이트를 도시한 사시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도광 시이트의 A-A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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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도광 시이트의 제조방법을 도시한 도면.

제4(a)도 및 제4(b)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도광 시이트의 제조방법을 도시한 도면.

제5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의한 백라이트를 도시한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의한 백라이트를 도시한 도면.

제7(a)도 내지 제7(c)도는 평균층 두께와 휘도 분포를 도시한 도면.

제8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의한 백라이트를 도시한 도면.

제9도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의한 백라이트를 도시한 도면.

제10도는 제9도에 도시된 액정 표시 장치의 표시의 밝기에 관한 설명도.

제11도는 시각 특성을 설명한 도면.

제12(a)도 및 제12(b)도는 도광 시이트의 적층 필름의 각도를 변화시켜 시각 특성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

제13(a)도 및 제13(b)도는 도광 시이트를 이용하여 광원의 배면광을 도광체 등에 전파시키는 구조를 도시
한 도면.

제14도는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의 구조를 설명한 도면.

제15(a)도 내지 제15(d)도는 종래의 도광체를 설명하는 도면.

제16도는 종래의 액정 표시 장치의 표시의 밝기의 밝기를 설명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도광 시이트                   2 : 일단부

4 : 필름                            5 : 접착제

6 : 필름                            7 : 필름 접착제

8 : 표면                            9 : 필름

100 : 액정 표시 패널            104 : 도광체

106 : 도트패턴                   108 : 반사판

110 : 확산판                      112 : 프리즘 시이트

114 : 광원                         116,118 : 편광판

120 : 어레이측 유리기판        112 : 셀측 유리기판

124 : 반사판                      126 : λ/4판

130 : 액정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액정 표시 장치의 백라이트(back light)에 이용되고, 광원으로부터 광을 액정 표시 패널에 전
달시키는 도광 시이트(light guiding sheet)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며, 또한 상기 도광 시이트를 이
용한 백라이트 및 상기 백라이트를 이용한 액정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

최근, 퍼스널 컴퓨터나 워드 프로세서의 표시 장치로서 액정 표시 패널이 많이 이용되어져 왔고, 또한 액
정 텔레비젼 등도 보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표시화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액정 표시 화면의 밝기의 
균일화 및 고휘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종래의 투과형 액정 표시 장치의 구조를 제14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액정 표시 패널(100)은 소정의 셀 
갭(cell  gap)으로 대향하는 상하 2장의 유리기판 사이에 액정이 밀봉되어 상하 2장의 유리기판의 내면
(inner surface)에 형성된 전극에 의해 액정에 전압을 인가하여 액정을 구동하는 것이다. 밀봉된 액정의 
액정 분자는 상하방향에 거의 90°또는 270°비틀어지게 배향되어 있고, 액정 표시 패널(100)의 양면에는 
편광판(116,118)이 설치되어 있다. 액정 표시 패널(100)의 이면(back surface)에는 패널에 광을 공급하는 
백라이트(102)가 부착되어 있다. 

백라이트(102)의 구조를 설명한다. 예를 들면, 단면이 쐐기형으로 액정 표시 패널(100) 이면측에 대향하
는 평면을 갖는 아크릴 수지 등으로 된 도광체(104)가 설치되어 있다. 도광체(104)의 쐐기형 단면의 근원
부분(proximal portion)을 따라 예를 들면, 냉음극관의 선형광원(line-shaped light source)(114)이 부착
되어 있다. 도광체(104)는 선형광원(114)으로부터의 입사광을 액정 표시 패널(100)측에 방사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14도의  도광체(104)의  이면에는  도광체(104)내를  전파하는  광을  난반사시키기  위한  도트패턴(dot 
pattern)이  인쇄되어  있다.  도광체(104)  이면  전체에는  반사  시이트(108)가  부착되어  있다. 편광판
(116,118)과 도광체(104)간에는 광확산판(110) 및 1 또는 2장의 프리즘 시이트(112)가 설치되어 있다. 도
광체(104)로부터 방사된 휘도 분포를 갖는 광은 광산란판(110)에서 확산되어 더욱 균일하게 되고, 1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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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장의 프리즘 시이트(112)를 통과함으로써 소정의 방향으로 집광되어 소정의 방사각으로 되어 액정 표
시 패널(100)에 입사한다. 

종래부터 백라이트에 이용되고 있는 도광체의 도광 방식을 제15(a)도 내지 제15(d)도를 참조하여 설명한
다. 제15(a)도 내지 제15(d)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크릴 수지 등으로 된 도광체(104)는 평면이 장방형
이고 일단면 형상이 쐐기형을 하고 있고, 상기 쐐기형상의 양단중에 길이가 긴쪽의 단부측면에 광원으로
서 예를 들면, 냉음극관의 선형광원(114)이 장착되어 있다. 

제15(a)도는 제14도에 예시된 것과 같이 동일한 소위 도트인쇄 방식(dot printed type)이라 불리는 도광
체이고, 도광체(104)의 이면에 도광체(104)의 굴절율과 거의 동등하거나 또는 보다 높은 굴절율을 갖는 
잉크에 의해 도트패턴(106)을 형성한 것이다. 상기 도트패턴(106)에 의해 도광체(104) 내에 입사된 광을 
확산시켜 도광체(104) 표면에 인도하도록 한 것이다. 

제15(b)도는 소위, 그레이닝 방식(graining type)이라고 불리는 도광체이며, 도광체(104)를 형성하는 금
형(metal mold)에 그레이닝 가공을 실시하고 도광체(104) 이면에 광확산을 위한 미소한 오목 볼록부를 형
성하도록 한 것이다. 

제15(c)도는 소위 확산 산란 방식(diffusion scattering type)이라고 불리는 도광체로, 2종류 이상의 굴
절률이 다른 아크릴계 수지를 혼합시킴으로써 확산반사를 행하도록 한 것이다. 

제15(d)도는  소위  그레이터  방식(grater  type)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도광체(104)  이면에  마치 강판
(grater)(문질러서 가는 판)과 같은 형상의 광반사면을 형성한 것이다.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이상 설명한 종래의 도광체를 갖는 백라이트를 액정 표시 패널에 이용한 경우의 표시의 밝기 및 휘도 분
포에 관해 설명한다. 

액정 표시 패널(100)에 밀봉된 거의 90°또는 270°비틀어지게 배향된 액정 분자에는 편광광을 입사시킬 
필요가 있지만, 상술한 어느 도광체(104)로부터도 편광광은 방사할 수 없기 때문에, 도광체(104)와 액정 
표시 패널(100)간에는 편광판(116)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도광체(104)로부터 패널방향으로 방사하는 광은 충분히 확산/균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광판
(116)과 도광체(104)간에는 광확산판(110)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소정의 방향에 집광시키기 위해 
1 또는 2장의 프리즘 시이트(112)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구조의 백라이트를 갖는 액정 표시 장치의 휘도에 관해 제16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광체
(104)를 막 나왔을 때의 방사광의 휘도를 1000(cd/㎡)으로 하면, 상기 광은 광확산판(110) 및 프리즘 시
이트(112)를 통과하여 소정의 방사각의 방향에 집광되어 약 1.9배인 1900(cd/㎡)의 휘도로 된다. 

다음  편광판(116)을  통과함으로써,  소정의  편광각으로  편광되어  거의  55%의  광량이  손실되고(0.45배 
되어), 85(cd/㎡)의 광량으로 액정 표시 패널(100)에 입사한다. 액정 표시 패널(100)내에서는 각 표시 화
소의 경계에 설치된 차광층(블랙 매트릭스(black matrix)) 등에 의해 규정되는 개구율에 의해 일정량의 
광은 손실되고(여기서는, 개구율은 0.65로 했다) 556(cd/㎡)의 광량으로 감소되고, 더욱이 칼라 표시를 
하는 경우의 적(R),  청(G),  녹(B)  3원색의 칼라 필터를 통과함으로써 0.33배로 감소되어 결국 도광체
(104)를 출사한 1000(cd/㎡)의 광이 183(cd/㎡)으로 감소되어 버린다. 

상기와 같이, 종래 구조의 백라이트 및 액정 표시 패널을 이용한 것은 광원으로부터 나온 광을 충분히 효
율있게 전달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한, 종래의 백라이트의 구조에서는 그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껍고, 상술의 퍼스널 컴퓨터나 워드프로레
서 등의 소형화에 대응하여 백라이트를 박형화(thin)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는 문제도 갖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광 시이트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광원으로부터 광은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백라이트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시스템의 소형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박형 백라이트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밝기가 균일하고 고휘도의 화상 표시를 얻을 수 있는 액정 표시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상기 목적은 입사된 광을 도광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변환하여 출사하는 도광 시이트에 있어서, 굴절율이 
다른 2종류 이상의 투명한 비정질층(amorphous layer)이 시이트 표면에 대해 소정의 각도를 이루어 적층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 시이트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도광 시이트의 비정질층의 각각의 두께가 비정질층의 적층방향으로 소정의 층두께 분
포를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 시이트에 의해 달성되고, 층 두께 분포가 시이트 표면에서 출사
되는 광의 강도 분포가 시이트 표면 중앙을 정상으로 하는 산 모양의 분포로 되도록 한 층두께 분포, 혹
은 시이트 표면으로부터 출사되는 광의 강도가 평탄한 분포로 되도록 한 층두께 분포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도광 시이트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도광 시이트의 소정의 각도가 비정질층마다 소정의 각도분포를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도광 시이트에 의해 달성되고, 소정의 각도 분포가 시이트 표면 중앙부의 각도와 상기 시이트 표
면 주위부의 각도가 다른 분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 시이트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도광 시이트와, 도광 시이트의 한 단부에 설치된 광원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
라이트에 의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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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목적은 도광 시이트의 각 비정질층의 각도가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직접 액정 표시 패널측에 
반사시키는 각도이며, 도광 시이트의 액정 표시 패널측과 반대측의 면에 반사판이 부착되고, 도광 시이트
의 다른 단부 단면에 λ/4판 및 반사판이 상기 순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에 의
해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도광 시이트의 각 비정질층의 각도가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직접 액정 표시 패널측에 
반사시키지 않는 각도이며, 도광 시이트의 액정 표시 패널측과 반대측면에 반사판이 상기 순으로 부착되
고, 도광 시이트의 다른 단부 단면에 λ/4판 및 반사판이 상기 순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도광 시이트의 액정 표시 패널 측에 도광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
이트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액정 표시 패널의 투명 기판을 도광체 대신에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
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도광 시이트로 주위를 둘러싼 광원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에 의해 달성
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상기 백라이트 중의 어느 한 백라이트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라이트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소정의 굴절율을 갖고 소정의 두께로 형성된 필름을 접착제에 의해 순차 접착하여 겹
쳐붙여서 거의 직육면체의 필름 적층체를 형성하고, 필름 적층체를 원하는 각도와 두께로 경사지게 절단
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 시이트의 제조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작용]

본 발명에 따라서, 입사된 광을 도광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변환하여 출사하는 도광 시이트가 굴절율이 다
른 2종류 이상의 투명한 아몰퍼스 층을 시이트 표면에 대해 소정의 각도를 이루도록 적층시켜 형성되기 
때문에, 상기 도광 시이트를 백라이트로서 이용함으로써, 백라이트의 도광체 부분의 광이용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도광체 부분에서 미리 편광된 광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래 편광판에서 흡수
되던 광을 감소시킬 수 있고, 광 이용 효율은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백라이트의 광원 주위에 상
기 도광 시이트를 사용함으로써 배면광의 이용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액정 표시 패널에서의 광방
시각을 제어가능하게 하여 시각 특성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종래의 백라이트의 도광체를 이용하지 않고 액정 표시 장치의 유리 기판에 직접 광(direct light)
을 입사시켜 백라이트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한 도광 시이트 자체가 도광체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도광체 대신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백라이트를 극히 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예]

본 발명의 도광 시이트 및 그 제조 방법, 및 그것을 이용한 백라이트 및 그것을 이용한 액정 표시 장치의 
실시예를 제1도 내지 제4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의 도광 시이트 구조의 실시예를 제1도 및 제2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1도는 본 실시예
에 있어서의 도광 시이트의 사시도이다. 제2도는 제1도의 A-A 단면에서의 부분 단면도이다. 제1도 및 제2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도광 시이트(1)는 굴절율이 다른 2종류 이상의 투명한 비정질층이 시
이트 표면(8)에 대해 소정의 각도를 이루어 적층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투명한 비정질층이란, 유리 등
의 무기물질, 아크릴, 폴리에틸렌,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유기계 필름 및 황화아연, 불화칼슘, 수정석 등
의 무기물질 박막층을 가리킨다. 

상기 도광체 시이트(1)를 액정 표시 장치의 백라이트에 이용할 때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의 설계조건, 예
를 들면, 필요한 광량, 시이트 표면에서의 광량 분포, 집광 특성 등에 따라, 각 비정질층의 굴절율 n, 두
께 t, 시이트 표면에 대한 경사각 θ1 및 시이트의 두께 h는 적절히 변화시킬 수 있다. 

제2도에 도시된 도광 시이트(1)의 단면도는 굴절율이 1.58 및 1.49인 2종류의 필름 재료 예를 들면, 폴리
카보네이트판, 및 아크릴판으로 이루어진 두께 t=60㎛의 필름(4,6)을 시이트 표면에 대해 θ=45°기울어
지게 공기층을 거치지 않고 적층된 도광 시이트(1)이다. 도광 시이트의 두께 h는 0.5mm이다. 상기 실시예
에서는 도광 시이트(1)의 형상은 두께가 얇은 직육면체 형상이며, 폭 W는 22cm, 깊이 d는 16cm이다. 

따라서, 깊이 방향으로 비정질의 필름은 각각 950장씩 적층되어 있다. 비정질층의 두께는 인간의 눈으로 
직시한 경우라도 선으로서 인식될 수 없을 정도로 얇으면 바람직하므로, 200㎛ 이하의 두께인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도광 시이트(1)의 비정질층의 굴절율의 분포는 1.1~3.0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구조의 도광 시이트(1)에 의하면, 상기 도광 시이트(1)의 일단부(2)로부터 광을 입사시키면 
입사광은 도광 시이트(1)내를 도광하면서 일부는 순차 필름(4,6)의 경계면에서 반사하여 도광 시이트(1) 
표면(8)으로부터 출사하고 일부는 경계면에서 굴절되어 도광 시이트(1)내를 진행해간다. 또한, 역진행의 
법칙(inverse law)에 의해 도광 시이트(1) 표면(8)으로부터 광을 입사시키면 도광 시이트의 일단부(2)로 
광을 끄집어낼 수 있다. 

도광 시이트(1)내를 진행하는 광을 S 편광과 P 편광의 광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예를 들면 굴절율이 1.53
과 1.50인 필름이 θ=45°로 기울게 적층되어 있는 경우, S 성분의 광의 반사율은 0.037725, p 성분의 반
사율은 0.000014이고, S 성분의 광쪽이 p 성분의 광보다도 약 2650배 반사되도록 되어 있다. 

다음에, 제3도와 제4a 및 제4b도를 참조하여 본 실시예의 도광 시이트(1)의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소정의 굴절율을 갖고 소정의 두께로 형성된 필름(4,6...)을 접착제(5)
에 의해 순차 접착하여 적층한다. 필름의 두께는 실제로는 양산을 위해 사용 가능한 필름 두께의 한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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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제조상의 이유에 의해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필름을 접착하는 접착제(5)의 두께는 광
학적 박막 간섭이 생기지 않는 0.5㎛ 이상(통상은 5~30㎛)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이 하여, 필요한 필름이 수백장에서 수천장 겹쳐진 예를 들면 10cm 정도의 높이의 직육면체 형
상으로 형성한다(제4(a)도). 그리고, 도시된 바와 같이 직육면체 형상의 필름 적층체(7)를 원하는 각도와 
두께로 되도록 경사지게 절단함으로써 원하는 도광 시이트(1)가 완성된다. 제4(b)도에 예시된 예는 두께 
0.5mm로 형성된 도광 시이트(1)의 상하 표면에, 예를 들면 두께 0.06mm의 필름(4)을 맞붙인 것이다. 이렇
게 함으로써, 도광 시이트(1)는 구부리거나 휘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에, 상술의 도광 시이트를 종래의 도광체에 장착하여 백라이트를 형성한 실시예를 제5도 및 제6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5도를 참조하여 제1실시예로서 도광 시이트(1)를 이용한 백라이트의 구조를 설명한다. 제5도는 제14도
에서 도시된 단면이 쐐기형의 도광체(104)의 이면에, 인쇄에 의한 도트 패턴 대신에 본 실시예의 도광 시
이트(1)를 부착한 것이다. 그리고, 도광체(104)의 쐐기형 단면의 근원부분에 예를 들면, 냉음극관 등의 
선형광원(114)이 장착되어지고, 쐐기형 단면의 선단부 단면에는 λ/4판(126)을 거쳐 반사판(124)을 장착
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쐐기형 단면을 갖는 도광체를 이용하고 있지만, 평행편판의 도광체를 
이용하여도 무방함은 물론이다. 

제5도중 도시는 생략되었지만, 도광체(104) 표면(도면중 상측)상에 액정 표시 패널의 유리 기판면이 위치
되어 있다. 도광체(104)와 유리기판과의 사이에는 편광판(16)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확산판(110) 및 
프리즘 시이트(112)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거되고 있다. 

도광 시이트(1)는 적층된 비정질층에 있는 각 필름(4,6) 등의 경계면에서 반사된 광이 직접 액정 표시 패
널의 유리 기판측을 향하도록,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필름의 경계면이 좌측 하부로부터 우측 상부
로 향한 방향에서 거의 도광체(104)면에 대해 45°각도로 도광체(104)의 이면에 부착되어 있다. 도광 시
이트(1)의 이면에는 광 반사판(108)이 부착되어 있다. 

도광 시이트(1)의 적층된 필름은 교대로 굴절율이 1.53 및 1.58이고, 도광체(104)의 굴절율은 그들보다 
조금 낮은 1.49(예를 들면 아크릴 수지제)이다. 도광체(104)의 굴절율은 도광 시이트(1)의 적층 필름의 
굴절율 중 가장 큰 값보다 작은 굴절율의 것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적층 필름의 굴절율이 가장 작은 
값보다 작은 굴절율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음에 동작을 설명한다. 광원(114)에서 방사된 광은 도광체(104)로 입사되어 도광체(104)내를 전파한다. 
이때, 도광체(104)내를 전파하는 광은 굴절율이 다소 큰 도광 시트(1)에서 굴절되어 입사하여 각 필름의 
경계면에서 반사되어(제5도의 광경로 a) 직접 유리 기판으로 향한다. 상기 광원(114)으로부터 도광 시트
(1)에서 직접 반사된 광은 S 편광 성분이 많고, S 편광을 투과시키는 편광판(116)에 의해 그의 대부분이 
액정 표시 패널의 유리 기판에 입사된다. 

다음, 도광체(104)내를 전파하는 광은 상대적으로 P 편광의 광이 많아지고, 그들의 광은 도광체(104) 선
단부 단면까지 도달하고, λ/4판(126)을 통과하여 도광체(104)내에 복귀된다. 이때 λ/4판을 2회 통과함
으로써 광은 P 편광에서 S 편광으로 변환된다. 상기 S 편광으로 된 광이 도광체(104)로부터 도광 시트
(1)에 굴절되어 입사하고 각 필름층의 경계면에서 반사되고, 이면의 반사판(108)에 의해 반사되어 유리기
판 방향으로 방사된다(제5도의 광경로 b). 상기 광도 S 편광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편광판
(116)을 통과하여 유리 기판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유리 기판까지 도달했지만, 유리 기판 등에서 반사된 버린 광은 본 실시예의 백라이트가 종래와 같
은 확산판이나 프리즘 시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도광체(104)내로 진행하여 반사판(10
8)에서 반사되어 다시 유리 기판 방향으로 반사된다(제5도의 광경로 c).

상기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라서, 종래의 백라이트의 도광체의 이면에 인쇄된 도트 패턴 대신에 각 적층 
필름이 도광체(104)에 대해 거의 45°경사진 도광 시트(1)를 이용하고, 그리고 도광체(104) 단면에 λ/4
판(126) 및 반사판(124)을 붙임으로써, 도광체(104) 면에 수직으로 방사되는 광량이 증대하여 백라이트의 
도광체 부분의 (도광)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프리즘 시이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액정 표시 패널
로부터 광 반사각을 제어 가능하게 하여 시각 특성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된다. 

제6도는 제2실시예로서 직육면체의 도광판을 이용하여, 램프로부터의 1차 광이 도광 시이트의 이면측으로 
반사되는 각도로 비정질층을 적층한 도광 시이트를 이용한 예이다. 

제6도를 참조하여 제2실시예의 도광 시이트(1)를 이용한 백라이트의 구조를 설명한다. 제6도는 제14도에
서 도시된 단면이 쐐기형의 도광체(104)의 이면에, 인쇄에 의한 도트 패턴 대신에 본 실시예에의 도광 시
이트(1)를 부착한 것이다. 그리고, 도광체(104)의 일단부에 예를 들면, 냉음극관 등의 선형광원(114)이 
장착되고, 다른 단부 단면에 λ/4판(126)을 거쳐 반사판(124)이 장착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얇
은 직육면체(평행평판)의 도광체를 이용하고 있지만, 쐐기형 단면의 도광체를 이용하여도 무방함은 물론
이다. 

제6도중 도시는 생략했지만, 도광체(104) 표면(도면중 상측) 상에 액정 표시 패널의 유리 기판면이 위치
되어 있다. 도광체(104)와 유리기판과의 사이에 편광판(116), 확산판(110) 및 프리즘 시이트(112)가 모두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거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백라이트의 경우에는 편광판(116)은 도광 시이트(1)의 이
면에 설치되어 있다. 

도광 시이트(1)는 적층된 비정질층인 각 필름(4,6)등의 경계면에서 반사된 광이 한번 도광 시이트(1)의 
이면측에 부착된 반사판(108)에 입사되고, 그 반사광이 액정 표시 패널의 유리 기판측을 향하도록 제6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필름의 경계면이 좌측 상부로부터 우측 하부로 향한 방향으로 거의 도광체(10
4)면에  대해  45°의  각도로  도광체(104)의  이면에  부착되어 있다.  도광  시이트(1)의  이면에는 편광판
(116)을 거쳐 광반사판(108)이 장착되어 있다. 

도광 시이트(1)의 적층된 필름은 교대로 굴절율이 예를 들면 1.50 및 1.53이고, 도광체(104)의 굴절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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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보다 조금 낮은 1.49(예를 들면, 아크릴 수지제)이다. 도광체(104)의 굴절율과 도광 시이트(1)의 적
층 필름의 굴절율과의 관계는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동작을 설명한다. 광원(114)으로부터 방사된 광은 도광체(104)에 입사되어 도광체(104)내를 전파
한다. 이때, 도광체(104)내를 전파하는 광은 굴절율이 약간 큰 도광 시이트(1)에 굴절되어 입사되어 각 
필름의 경계면에서 반사되며 일단, 편광판(116)을 통하여 반사판(108)에서 반사되고 다시 편광판(116)을 
통과하여 S 편광의 광으로서 유리 기판에 입사된다(제6도의 광경로 a).

다음, 도광체(104)내를 전파하는 광은 상대적으로 P 편광의 광이 많아지고, 그들의 광은 도광체(104) 선 
단부 단면까지 도달되고, λ/4판(126)을 통과하여 반사판(124)에서 반사되어 재차 λ/4판(126)을 통과하
여 도광체(104)내로 복귀된다. 이때 λ/4판을 2회 통과함으로써 광은 P 편광으로부터 S 편광으로 변환된
다. 상기 S 편광으로 된 광이 도광체(104)로부터 도광 시이트(1)에 굴절되어 입사하여 각 필름층의 경계
면에서 반사되고, 유리 기판 방향으로 출사된다(제6도의 광 경로 b).

또한, 유리 기판까지 도달하였지만 유리 기판면 등에서 반사되어버린 광은 본 실시예의 백라이트가 종래
와 같은 확산판이나 프리즘 시이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도광체(104)내로 진행하고, 반
사판(108)에서 반사되어 다시 유리 기판 방향으로 반사된다(제6도의 광경로 c). 

상기와 같이, 종래의 백라이트의 도광체의 이면에 인쇄의 도트 패턴 대신 각 적층 필름이 도광체(104)에 
대해 45°경사진 도광 시이트(1)를 이용하고, 그리고, 도광체(104) 단면에 λ/4판(126) 및 반사판(124)을 
부착함으로써, 도광체(104)  면에 수직으로 방사되는 광량이 증대되고, 백라이트의 도광체 부분의(도광)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프리즘 시이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액정 표시 패널로부터의 광방사각을 
제어 가능하게 하여 시각 특성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제7(a)도 내지 제7(c)도를 참조하여 도광 시이트의 휘도 분포와 도광 시이트를 구성하는 적층 필
름의 총 두께의 제어에 관해 설명한다. 상기 제1 및 제2실시예에 있어서는 도광 시이트(1)의 각 적층 필
름의  층  두께는  일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다면  휘도  분포는  당연히  광원(114)에  가까운  쪽이  밝게 
된다. 

이 경우, 각 층의 투과율을 T, 광원 근처를 기준으로 한 층의 번호를 n(T1, n=1,2,3,...)으로 하면, 

단, L(n) : n번째의 휘도, L0 : 광원의 휘도로 된다. 

식(1)을 기초하여, 예를 들면 완전히 균일한 휘도 분포를 얻고자 하면, 각 층에서의 필름 두께를 

로 하면 무방하다. 

상기와 같이, 적층필름의 층두께를 제어함으로써 임의의 휘도 분포를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제7(a)도 내지 제7(c)도에 도시된 것은 이것을 중앙산형(center mountain-shaped)의 휘도 분포로 되게 한 
것이다.

제7(a)도 내지 7(c)도는 제1실시예에서의 구조를 예로서 주요 구조만을 제7(b)도에 도시하고 있다. 제
7(a)도에 목표로 하는 휘도 분포를 도시하고 있다. 액정 표시 패널의 중앙에서 좌우로 예를 들면 90mm의 
범위를 분할하여, 중앙의 휘도를 100으로 한 경우 파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완만한 중앙 산형의 휘도 
분포를 얻기에는 제7(c)도에 실선으로 나타낸 평균층 두께에서 각 적층 필름의 층 두께를 변화시키면 바
람직하다. 여기서, 횡축은 각 필름의 도광 시이트내에서의 위치, 종축은 평균층 두께를 나타내고 있다. 

제7(a)도 내지 7(c)도에 있어서는 적층 필름의 층두께에 주목하여 설명하였다. 다른 설명은 생략하지만 
도광 시이트(1)내의 각 필름의 각도, 굴절율을 연속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또한 원하는 
휘도 분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물론이다. 

다음에, 본 실시예의 도광 시이트 액정 표시 장치의 어레이 측 유리 기판에 직접 장착한 액정 표시 장치
를 제3의 실시예로서 제8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8도에 도시된 액정 표시 장치는 종래와 같은 도광체나 프리즘 시이트로 이루어진 백라이트 구조를 갖지 
않고, 액정 표시 패널의 어레이측 유리 기판에 직접 도광 시이트(1)가 부착되어 있는 점에 제1의 특징을 
갖고 있다. 

제8도를 참조하여 제3실시예로서의 도광 시이트(1)를 이용한 백라이트의 구조를 설명한다. 액정 표시 패
널(100)은 예를 들면, TFT(박막 트랜지스터) 등의 스위칭 소자와 화소 전극 등이 형성된 어레이측 유리기
판(120)과 소정의 셀 갭으로 대향하여 설치되고, R, G, B 3원색의 칼라필터가 각 화소 전극에 대응하여 
형성되고, 각 칼라 필터간에 차광층인 블랙 매트릭스가 형성된 셀측 유리기판(122)으로 이루어진다. 어레
이측 유리기판(120)과 셀측 유리기판(122)간에는 액정(130)이 밀봉되어 있다. 

어레이측 유리기판(120)의 셀측 기판(122)과 반대측면(이하, 이면이라 한다)에 도광 시이트(1)가 부착되
어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어레이, 셀 기판 모두 두께 1.1mm이며, 도광 시이트(1)의 두께는 0.5m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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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레이측 유리기판(120) 및 도광 시이트(1)의 한 단부에 예를 들면, 냉음극관 등의 선형광원(114)이 장착
되고, 다른 단부 단면에 λ/4판(126)을 거쳐 반사판(124)이 장착되어 있다. 

도광 시이트(1)는 적층된 비정질층인 각 필름(4,6) 등의 경계면에서 반사된 광이 한번 도광 시이트(1)의 
이면측에 부착된 반사판(108)에 입사되고, 그 반사광이 액정 표시 패널의 유리 기판측으로 향하도록 제18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필름의 경계면이 우측 상부로로부터 좌측 하부로 향하는 방향에서 거의 유리기
판(120)면에 대해 45°의 각도로 유리기판(120)의 이면에 부착되어 있다. 도광 시이트(1)의 이면과 반사
판(108)과의 사이에는 편광판(116)이 삽입되어 있다. 

도광 시이트(1)의 적층된 필름은 교대로 굴절율이 예를 들면, 1.65 및 1.62이고, 유리기판(120)의 굴절율
은 그것들보다 조금 낮은 1.60이다. 유리기판(120)의 굴절율과 도광 시이트(1)의 적층 필름의 굴절율의 
관계도 제1실시예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동작을 설명한다. 광원(114)으로부터 출사된 광은 대부분이 유리기판(120)에 입사되고, 일부는 직
접 도광 시이트(1) 단면으로부터 입사된다. 유리기판(120)을 전파하는 광은 굴절율이 다소 큰 도광 시이
트(1)에 굴절되어 입사하여 각 필름의 경계면에서 반사되며 일단 편광판(116)을 통과하여 반사판(108)에
서 반사되고, 재차 편광판(116)을 통과하여 S 편광 광으로서 유리 기판에 입사된다(제8도의 광경로 a). 

다음, 유리기판(120) 및 도광 시이트(1)내를 전파하는 광은 상대적으로 P 편광의 광이 많아지고, 그것의 
광은 유리기판(120) 및 도광 시이트(1) 선단부 단면까지 도달되고, λ/4판(126)을 통과하여 반사판(124)
에서 반사되어 재차 λ/4판(126)을 통과하여 유리기판(120) 및 도광 시이트(1)내로 복귀된다. 이때 λ/4
판을 2회 통과함으로써 광은 P 편광에서 S 편광으로 변환된다. 상기 S 편광으로 된 광이 유리기판(120)으
로부터 도광 시이트(1)에 굴절되어 입사하여 각 필름층의 경계면에서 반사되고, 유리 기판 방향으로 방사
된다(제8도의 광 경로 b). 

또한, 유리기판(120)까지 도달되었지만, 유리기판(120) 면등에서 반사된 광은 다시 유리기판(120)내로 진
행하여 반사판(108)에서 반사되어 다시 유리기판(120) 방향으로 반사된다(제8도의 광경로 c,d).

또한, 셀측 유리기판(122)에서 반사된 광도 다시 어레이측 유리기판(120) 및 도광 시이트(1)를 통과하여 
결국 반사판(108)에서 반사되어 다시 유리기판(120) 방향으로 반사된다(제8도의 광경로 e). 

상기와 같이, 액정 표시 패널의 유리 기판에 직접 도광 시이트(1)를 부착하고, 유리기판(120) 단면에 λ
/4판(126) 및 반사판(124)을 부착함으로써, 유리기판(120)면에 수직으로 출사되는 광량이 증대하고, 도광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프리즘 시이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액정 표시패널로부터의 광방사각을 제
어가능하게 하여 시각 특성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광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백
라이트 영역을 얇게 할 수 있다. 

다음에, 도광 시이트만으로 백라이트를 실현한 실시예를 제4실시예로서 제9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9
도에 도시된 액정 표시 장치는 제3실시예의 제8도에 도시된 도광 시이트의 두께가 0.5mm인 것에 반해, 도
광시이트의 두께를 예를 들면 5mm 정도 두껍게 한 점에서 다르다. 도광 시이트(1)의 두께를 두껍게 하여 
도광 시이트(1) 단면으로부터 광원(114)의 광을 대부분 직접 입사시키도록 하여 광원(114)의 직경의 크기
에 맞추어 도광 시이트(1)의 두께를 결정함으로써, 유리기판(120)을 도광체 대신에 이용할 필요를 없게 
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도광 효율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백라이트의 두께를 대단히 얇아지게 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제9도에서 도시된 액정 표시 장치의 표시의 밝기에 관해 제10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광  시이트(1)를  전파하는  광량을  1000(cd/㎡)으로  하면,  상기  광은  편광판(116)을  통과하여 반사판
(108)에서 반사되어 유리기판(120)의 방향으로 방사된다. 이때, 광의 손실을 2할 정도로 보면 유리기판
(120)에 입사되는 광은 800(cd/㎡)의 광량으로 된다. 

다음에, 액정 표시 패널(100)내에서의 각 표시 화소의 경계에 설치된 차광층(븍랙 매트릭스)등에 의해 결
정되는 개구율(예를 들면, 0.65로 한다)에 의해 65%의 광은 투과하고(도면중 a), 35%의 광은 반사되어 다
시 도광 시이트(1) 및 편광판(116)을 통과하여 반사판(108)에서 반사되어 유리기판(120)에 입사된다(도면
중 b).

따라서, 전체로서 유리기판(120)에 입사되는 광은 800×(0.65+0.35×0.8) = 800×0.93 = 744(cd/㎡)가 된
다. 또한, 칼라표시를 하는 경우의 적(R), 청(G), 녹(B) 3원색의 칼라 필터가 형성된 셀측 유리기판(12
2)을 통과함으로써 0.33배로 감소되고, 또한 셀측 유리기판(122)에서 반사되어 다시 반사판(108)에서 반
사되어 셀측 유리기판(122)에서 입사되는 광이 6할이 있다고 보아, 744×(0.33+0.67×0.6) = 744×0.73 = 
543(cd/㎡)의 광량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본  실시예의  도광  시이트를  이용한  백라이트에  의해,  종래의  구조는  백라이트를  이용한  경우의 
183(cd/㎡)과 비교하여 약 3배 정도의 광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동시에, 백라이트를 극히 얇게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도광 시이트를 이용하여 액정 표시 장치의 시각 특성(characteristic of visual angle)을 개선시
킨 실시예를 제11도 및 제12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11도는 액정 표시 패널(100)의 표시화면(132)을 관찰자(134)가 보고 있는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패널
(100)의 좌우점에서 그어진 실선은 좌우 각각의 점에서의 시각(visual angle)을 나타내고 있고, 해당 시
각은  백라이트로부터의 광  방향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다.  제11도에  도시된  실선의  시각에서는 관찰자
(134)는 아주 조금 시각점을 이동시켜도 좌우 양방 또는 어느 것인가의 영역이 어둡게 보이게 된다. 그래
서, 제11도의 파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시각의 중심을 표시 영역의 내측으로 이동시켜 주도록 하면, 관
찰자(134)가 어느 정도의 시각점의 이동이 있어도 표시가 어둡게 되는 영역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제12(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광 시이트(1)의 적층 필름의 경사가 45°인 경우는 면으로부터 수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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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중심으로 하여 광은 출사된다. 한편, 제12(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앙에서 좌우의 적층 필름의 
경사를 작게 하여 주면 좌측에서 온 광은 우측으로, 우측에서 온 광은 좌측으로 출사된다. 상기와 같은 
도광 시이트(1)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이트의 제조시에 시이트가 고체화될 때에 압력을 받으면 충의 경
사가 작아지는 것을 이용하여 특정의 형상으로 프레스(press)함으로써 형성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도광 시이트(1)의 적층 필름의 각도를 위치에 따라 변화시킴으로써 시각 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다음에, 도광 시이트를 이용하여 광원의 배면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광량을 증가시킨 백라이트에 관해 
제13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광원의 배면광은 광원으로부터 도광체(혹은 어레이측 유리기판), 혹은 도광 
시이트에 직접 입사되는 방향과는 역으로 광원의 커버(도시되지 않음) 측으로 향하는 광이다. 

제13(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형광원(114)의 주위에는 예를 들면, 굴절율 1.6이고 두께 1.0mm 정도의 
투명 필름(140)이 형성되고, 투명 필름(140)의 외측에 상기 실시예의 도광 시이트(1)가 접착되어 있다. 
도광 시이트(1)의 외주면에는 반사 시이트(144)가 감겨져 있다. 도광 시이트(1)의 상하 단면 및 투명 필
름(140)의 상하 단면은 액정 표시 패널의 어레이측 유리기판, 혹은 유리기판 하부면에 위치하는 도광체 
혹은 도광 시이트에 접속되어 있다. 

제13(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광 시이트(1)의 각 적층 필름의 각도는 투명 필름(140)면에 대해 약 60
°로 설정되어 있다. 배면광으로서 투명 필름(140)에 입사된 광은 도광 시이트(1)에 입사되어 각 적층 필
름에서 반사되어 반사 필름(144)에 도달하고 거기서 반사되어 다시 투명 필름(140)에 입사된다. 투명 필
름(140)에 입사된 광은 거의가 투명 피름(140)내를 전반사하여 필름 상단면에 도달하고, 그곳으로부터 도
광체 등에 입사된다. 

광원(114)의 주위를 도광 시이트를 이용하여 상기와 같은 구조로 함으로써, 종래는 이용되지 않았던 배면
광을 이용하여 광량의 증가를 꾀할 수 있도록 된다. 

이상과 같이, 상기 실시예에 의하면, 백라이트의 도광체 부분의 (도광)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백라이트의 램프의 배면광의 이용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액정 표시 패널로부터의 광 반사각을 제어 가능
하게 하여 시각 특성을 개선할 수 있고, 백라이트의 도광체를 제거하여 액정 표시 장치의 유리 기판에 직
접광을 공급하여 백라이트로 함으로써 백라이트를 극히 얇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의 변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상시 실시예에 있어서, 광원의 배면광을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 광원 주위에 투명필름(140), 
도광 시이트(1)의 순으로 배치하였지만, 역으로 광원측으로부터 도광 시이트, 투명 필름의 순으로 배치하
여도 마찬가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라서,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효율적으로 액정 표시 장치의 패널에 전달시키는 
것이 가능함과 동시에, 백라이트를 얇게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백라이트(back light)에 있어서, ① 굴절율이 다른 2종류 이상의 투명한 비정질층의 적층(stack)과-상기 
적층은 상기 비정질층의 측면에 의해 형성된 2개의 대향 주면(two opposed major surfaces)을 가지며, 상
기 투명한 비정질층은 상기 주면중의 한 주면에 대하여 소정의 각도로 경사짐.-, ② 광을 상기 투명 비정
질층의 복수의 연속하는 층들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상기 주면들 사이에서 상기 주면을 따라 상기 적층의 
종방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상기 광을 상기 적층 내로 인입하는 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광은 부분적으로 
상기 투명 비정질층 사이의 복수의 연속하는 경계면(interface)을 통해 투과되고 부분적으로 상기 연속하
는 경계면중의 각각의 경계면에서 반사되어 상기 적층을 따라 반사광이 분포되며, 상기 광은 P-편광 성분
과 S-편광 성분을 갖고, 상기 연속하는 경계면들에서 반사된 광은 상기 주면들 중의 한 주면을 통해 방사
되어 S-편광 성분의 반사된 부분이 되며, 상기 연속하는 경계면의 각각의 경계면에서 투과된 광은 S-편광 
성분과 P-편광 성분의 투과된 부분이 되는 백라이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정질 층의 각각의 두께는 상기 비정질 층의 적층 방향으로 소정의 층 두께 분포
를 갖는 백라이트.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층 두께 분포는 상기 한 주면을 통해 방사되는 광의 강도 분포가 상기 한 주면의 
중앙을 정상으로 하는 산모양의 분포로 되는 층두께 분포인 백라이트.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층 두께 분포는 상기 한 주면을 통해 방사되는 광의 강도 분포가 평탄하게 되는 층
두께 분포인 백라이트.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정질층의 최대 층 두께는 200㎛ 이하인 백라이트.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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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각도는 상기 비정질층 각각에 대해 소정의 각도 분포를 갖는 백라이트.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각도 분포는 상기 한 주면의 중앙부의 각도와 상기 한 주면의 주위부의 각
도가 서로 다른 분포인 백라이트.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정질층은 1.1 내지 3.0의 굴절률 분포를 갖는 백라이트.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을 적층내로 인입하는 수단은 상기 적층의 한 단부에 제공된 광원을 포함하는 백
라이트.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① 상기 각 비정질층의 각도는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직접 액정 표시 패널측에 반사
시키는 각도이고, ② 제1반사판이 상기 액정 표시 패널측에 대향하는 상기 적층의 상기 주면중의 한 주면
에 부착되고, ③ λ/4판 및 제2반사판이 적층의 다른 단부 단면에 이 순서대로 제공되는 백라이트.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① 상기 각각의 비정질층의 각도는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직접 액정 표시 패널측에 
반사시키지 않는 각도이며, ② 편광판과 제1반사판이 상개 액정 표시 패널측과 대향하는 상기 적층의 상
기 주면중의 한 주면에 이 순서대로 부착되고, ③ λ/4판 및 제2반사판이 적층의 다른 단부 단면에 이 순
서대로 제공되는 백라이트.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도광체가 상기 적층의 상기 액정 표시 패널측에 제공되는 백라이트.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액정 표시 패널의 투명 기판이 상기 도광체로서 기능하는 백라이트.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의 주위가 상기 적층에 의해 둘러싸인 백라이트.

청구항 15 

제9항에 기재된 백라이트를 구비한 액정 표시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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