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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스플레이 패널용 플라스틱 기판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디스플레이 패널용 플라스틱 기판 및 그 제조방법이 개시된다. 개시된 플라스틱 기판은 투명 열경화성 수지 올리고머, 무

기나노입자 및 1,6-헥산다이올다이아크릴레이트가 혼합 및 경화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광학적 등방성을 갖는다. 개시된

플라스틱 기판의 제조방법은 투명 열경화성 수지 올리고머, 무기나노입자, 1,6-헥산다이올다이아크릴레이트 및 광개시제

가 용매에 용해 및 분산된 수지 조성물을 마련하는 단계; 상기 수지 조성물을 이용하여 몰드 캐스팅하는 단계; 및 자외선을

조사하여 경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플라스틱 기판, 필름, 무기나노입자, 1,6-헥산다이올다이아크릴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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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의 플라스틱 기판의 유리전이온도 분포를 보이는 분포도이다.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플라스틱 기판의 광학 특성을 보이는 그래프이다.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플라스틱 기판의 열변형 특성을 보이는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패널용 플라스틱 기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 상세하게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기판으로서

내열성이 뛰어나고, 유연하며, 투광성과 광학적 등방성 등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갖는 디스플레이 패널용 플라스틱 기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이란, 텔레비젼, 모니터, 휴대용 정보통신 단말기, 전자계산기, 자동차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장치에서 문자나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평판형 표시장치를 말한다. 예로서, LCD 패널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전면기판과 배면기판 사이에 투명전극과 배향막을 배치하고 액정을 주입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종래에는 이와 같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기판으로서 유리로 이루어진 기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유리 기판은 투명성 등 우

수한 광학적 특성을 가지는 반면, 충격에 약해서 박형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단위 부피당 질량이 커서 경량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충격에 강하고 경량화가 가능한 투명 플라스틱 기판으로 유리 기판이 대체되고 있다.

그런데, 종래의 플라스틱 기판은 유리에 비해 내열성 및 광학적 특성이 좋지 못해 디스플레이 패널용으로 여러가지 문제점

을 안고 있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제조 과정에서는 플라스틱 기판이 통상적으로 무기막 스퍼터링(sputtering) 이나 플라즈

마 화학기상증착(PECVD) 공정과 같은 고온 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플라스틱 기판에서 발생하는 팽창이나 수축 등의

열변형은 기판의 치수 불안정성을 가져온다. 즉, 기판과 타 구조 사이의 정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판의 열변형과 관련하여, 도1은 종래의 플라스틱 기판의 유리전이 온도 분포를 보이는 분포도이다. 열가소성 수지로서

투명하고 광학적 특성이 우수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 폴리에테르술폰(polyethersulfone, PES), 폴리아

릴레이트(polyarylate, PAR),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olyethylene naphthalate, PEN),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사이클로올레핀 코폴리머(cycloolefin copolymer)의 유리전이 온도를 나타낸 것이

다. 이러한 열가소성 고분자 수지의 열전이 온도는 대략적으로 최고 230℃에 불과하여 200℃ 이상의 온도에서는 기판의

열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경우 기판의 치수 안정성이 문제된다.

또한, 종래의 플라스틱 기판은 그 제조 공정의 특성상 광학적 비등방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열가소성 수지를

이용한 플라스틱 기판은 용융 압출 방식으로 성형되기 때문에 그 두께 방향과 면 방향의 광학적 특성이 다른 비등방성을

갖는다. 특히, 액정을 이용한 광학적 변조에 의해 화상을 출력하는 LCD 패널 등에서는 기판의 이러한 광학적 비등방성이

화상의 변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된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패널용으로는 내열성이 우수하여 열변형이 적고, 광학적으로 높은 투명성과 등방성을 갖는 플라스틱

기판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통상의 디스플레이 패널 공정 온도에 대하여 열변형이 적으며, 높은 투명도를 갖는 디스플레이 패널용 플라스틱

기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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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열경화성의 투명 플라스틱 기판이 광학적 등방성을 갖도록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패널용 플라스틱 기판은,

열경화성 수지 올리고머(oligomer), 무기나노입자 및 1,6-헥산다이올다이아크릴레이트(1,6-hexanedioldiacrylate)가

1 : 0.8~1.2 : 0.8~1.2 의 질량비로 혼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투명성과 광학적 등방성을 갖는다.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는 아크릴레이트(acrylate) 또는 에폭시(epoxy) 등이 채용될 수 있고, 상기 무기나노입자로는 실리

카(silica) 나노입자가 바람직하다. 상기 1,6-헥산다이올다이아크릴레이트(1,6-hexanedioldiacrylate)는 열경화도가 낮

은 첨가 물질로서, 플라스틱 기판의 휨 파손 현상 방지에 도움을 주는 첨가 물질의 일 예로서 제시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플라스틱 기판의 제조방법은,

열경화성 수지 올리고머(oligomer), 무기나노입자 및 1,6-헥산다이올다이아크릴레이트(1,6-hexanedioldiacrylate)를

1 : 0.8~1.2 : 0.8~1.2 의 질량비로 마련하고, 광개시제(photoinitiator)와 함께 용매에 녹여 플라스틱 기판용 수지 조성물

을 마련하는 단계;

상기 수지 조성물을 기판 몰드에 주입하고 베이킹하여 기판 형상으로 성형하는 단계; 및

상기 기판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경화시키는 단계; 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무기나노입자는 실리카 나노입자로서 아크릴레이트 계열의 모노머(monomer)에 분산된 상태로 상기 용매에

혼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기판 성형 단계는 기판의 모든 방향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동일한 압력이 미치는 상

태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패널용 플라스틱 기판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은 내열성 확보를 위하여, 유리전이 온도가 약 300℃이상인 열경화성 수지와 무기나노입자

가 혼합된 유기-무기 혼성 물질로 이루어진다. 플라스틱 기판의 투명성을 위해 상기 열경화성 수지로는 아크릴 또는 에폭

시 등이 바람직하고, 무기나노입자로는 실리카 나노입자 등이 채용될 수 있다. 상기 실리카 나노입자는 그 입경이 수 내지

수십 나노미터(nm)인 것으로, 플라스틱 기판 제조에 채용되는 열경화성 수지에 따라 아크릴레이트 또는 에폭시 계열의 모

노머(monomer)에 분산된 상태로 혼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실리카 등의 무기 입자가 혼합되면 플라스틱 기판의 내열성이 향상되는 반면에 혼탁해지기 쉬우나, 상기와 같

이 나노(nano) 스케일의 입자를 혼합함으로써 투명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열경화성 수지와 무기나노입자는 그

질량비가 1: 0.8~1.2 정도를 이루도록 혼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기나노입자가 적으면 내열성 향상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어렵고, 지나치게 많으면 플라스틱 기판이 굽힘 변형에 대하여 갈라지거나 깨지기 쉽기 때문이다.

열경화성 수지, 특히 무기입자가 분산된 열경화성 수지 제품은 특성상 연성(ductility)이 부족하여 굽힘 변형에 취약하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플라스틱 기판에는 열경화도가 낮은 첨가 물질, 예를 들면 1,6-헥산다이올다이아크릴레이트(1,6-

hexanedioldiacrylate)가 첨가된다. 상기 첨가 물질은 열경화성 수지에 대해 1: 0.8~1.2 정도의 질량비로 첨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기판이 굽힘 변형에 의해 갈라지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유연성 디스플레이

패널(flexible display panel)의 기판으로서 요구되는 굴곡탄성률 등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패널용 플라스틱 기판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실리카 나노입자가 열경화성 수지에 분산된 용액을 준비한다. 이 용액은 나노 스케일의 실리카 입자가 아크릴레이트

계열의 모노머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이 용액에 우레탄(urethane) 계열의 아크릴레이트(acrylate) 물질을 추가하고 자

외선 경화가 가능하도록 광개시제(photoinitiator)를 첨가한다. 상기 아크릴레이트 물질로는 관능기가 하나인 아크릴레이

트와 관능기가 두 개, 그리고 세 개인 아크릴레이트를 혼합하고, 경도 및 가공성을 좋게 하기위해 여러 관능기를 가진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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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트 올리고머(acrylate oligomer)를 첨가할 수 있다. 용액상의 가공성을 높이기 위해 메틸에틸케톤(MEK)와 같은 용

매를 사용하여 분산시키고, 상기 광개시제로서 투명 필름 제조에 적합한 광개시제를 첨가함으로써 플라스틱 기판용 수지

조성물을 마련한다.

본 발명에 따른 플라스틱 기판 제조방법은 용액주물(solution casting)방식을 따른다. 용액 즉, 플라스틱 기판용 수지 조성

물의 준비와 더불어, 소정 크기 및 두께를 갖는 기판 몰드(mold)를 준비하고, 수평을 정확히 맞춘 후 오븐(oven)내에 설치

한다. 준비된 몰드에 상기 용액을 붓고 대략 80℃의 온도에서 소정 시간동안 건조하여 상기 용매를 증발시킨다. 예를 들어,

120㎛ 두께로 플라스틱 기판을 제조하는 경우, 80℃의 온도에서 대략 30정도 건조시킴으로써 성형할 수 있다. 건조 후에

는 기판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경화시키고, 경화된 기판을 상기 몰드로부터 분리해 낸다.

이러한 기판 성형과정에서 상기 기판에는 모든 방향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동일한 압력이 작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래

의 통상적인 플라스틱 기판 제조방법으로는 용융 압출방식이 사용된다. 이는 고온에서 용융된 열가소성 수지를 일정한 방

향으로 뽑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기판의 두께 방향과 면 방향 또는 길이 방향과 폭 방향으로 작용되는 압력에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완성된 기판이 광학적 비등방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소정 형상의 몰드에 상기 수지 조

성물을 붓고 등압 분위기에서 서서히 건조시킴으로써 플라스틱 기판이 광학적 등방성을 갖도록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플라스틱 기판의 제조방법의 구체적인 실시예와 비교예 및 실험예를 들어 설명

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하기 실시예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실시예 1.

무기나노입자로서 DSM사의 acrylated silicated nano particle 용액 10g, 열경화도가 낮은 첨가 물질로서 1,6-헥산다이

올다이아크릴레이트 10g, 열경화성 수지올리고머로서 UCB사의 aliphatic urethane acrylate oligomer 10g, 광개시제로

서 IRGACURE사의 irgacure184 1.5g을 용매인 MEK 용제 50g에 3시간 동안 분산 및 용해시켜 플라스틱 기판용 수지 조

성물을 마련한다.

아울러, 10cm 지름을 갖는 원형 몰드를 오븐 내에 설치하고 수평을 맞춘다. 상기 수지 조성물을 몰드에 붓고 대략 80℃ 온

도에서 30분간 건조시킨 후에 상온에서 자외선을 조사를 통하여 경화시킨다. 몰드 내에 형성된 대략 120㎛ 두께의 필름을

떼어낸다.

비교예 1.

종래의 투명 플라스틱 기판으로서 폴리에테르술폰(PES)으로 이루어진 기판의 제조방법을 설명한다. 광학 특성이 우수하

고 내열성이 뛰어난 열가소성 수지인 폴리에테르술폰(polyethersulfone, PES)을 유리전이 온도인 230℃ 이상의 온도에

서 충분히 용융시킨 후, 롤 접촉을 통하여 연속적인 형태(필름,쉬트, 봉 등)로 냉각 안정화 시킨 후 원하는 길이나 폭으로

가공한다. 위와 같은 공정을 사용하여 두께 200㎛ 정도의 플라스틱 기판을 제조한다.

실험예 1.

본 발명의 상기 실시예1에 따른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기판의 물성을 측정하였다. 먼저 열처리(180℃, 30분) 하

기 전, 후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광학투과도(transparency)를 측정하였다.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플라스틱 기판의 광학 특성을 보이는 그래프이다. 상기 도2에 따르면 비교예1에서 언급한 PES 기판

에 비해 실시예1, 즉 본 발명에 따른 플라스틱 기판은 광학투과도(transmittance)가 월등히 높다. 또한 180℃에서 30분 동

안 열처리 한 후에도 본 발명에 따른 플라스틱 기판의 광학투과도는 비교예1의 경우보다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 기판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을 거쳤을 경우의 열변형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200℃의 오븐에서 1

시간에서부터 20시간 까지의 여러 열처리 시간에 따른 기판의 길이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표 1은 그 결과를 수치로 나나낸

것이고, 도3은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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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열처리 시간

(200℃)

비교예1(PES 기판) 실시예1

길이변화량

(㎛/㎝)
ppm

길이변화량

(㎛/㎝)
ppm

1 시간 -5.2 -520 -0.13 -13

2 시간 -7.1 -710 -0.35 -35

5 시간 -9.0 -900 -0.47 -47

10 시간 -11.5 -1150 -0.68 -68

20 시간 -20.0 -2000 -0.97 -97

상기 표 1 및 도3을 통해서, 본 발명에 따른 플라스틱 기판은 그 길이변화량이 종래의 PES 기판에 비해 대략 1/20 정도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발명에 따른 플라스틱 기판이 디스플레이 패널용으로 사용될 때, 우수한 치수안정성을 제공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래의 표 2는 polarimeter를 시용하여 상기 비교예1과 상기 실시예1에 따른 플라스틱 기판의 광학적 비등방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표 2]

광학비등방성 비교예1(PES substrate) 실시예1(new substrate)

열처리 전 24.6nm 8.5nm

열처리 후(200℃, 30분) 13.9nm 3.5nm

상기 표 2에 따르면 실시예 1에 따른 플라스틱 기판의 광학적 비등방성은 열처리 전과 후 모두의 경우에서 비교예 1에 비

해 현저히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플라스틱 기판은 디스플레이 패널용으로서 우수한 광학적 등방성을

갖는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가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발명의 구성에 의하여 본 발명에 따른 플라스틱 기판은, 통상의 디스플레이 패널 공정 온도에 대하여 열변형이 극

히 적고, 유연하며, 디스플레이 패널용으로 적합한 광학적 특성을 갖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플라스틱 기판의 제조방법은 투명 열경화성 수지를 솔루션 캐스팅법으로 성형하여 플라스틱 기판이

광학적 등방성을 갖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열경화성 수지 올리고머(oligomer), 무기나노입자 및 1,6-헥산다이올다이아크릴레이트(1,6-hexanedioldiacrylate)가

1 : 0.8~1.2 : 0.8~1.2 의 질량비로 혼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투명성과 광학적 등방성을 가지는,

디스플레이 패널용 플라스틱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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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는 아크릴레이트(acrylate) 또는 에폭시(epoxy)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기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는 우레탄(urethane) 계열의 아크릴레이트(acrylat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기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나노입자는, 실리카(silica) 나노입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기판.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열경화성 수지 올리고머(oligomer), 무기나노입자, 및 1,6-헥산다이올다이아크릴레이트(1,6-hexanedioldiacrylate)가

대략 1 : 1 : 1 의 질량비로 혼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패널용 플라스틱 기판.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 올리고머(oligomer)는 우레탄(urethane) 계열의 아크릴레이트 올리고머(acrylate oligomer)이고,

상기 무기나노입자는 실리카(silica) 나노입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기판.

청구항 7.

열경화성 수지 올리고머(oligomer), 무기나노입자 및 1,6-헥산다이올다이아크릴레이트(1,6-hexanedioldiacrylate)를

1 : 0.8~1.2 : 0.8~1.2 의 질량비로 마련하고, 광개시제(photoinitiator)와 함께 용매에 녹여 플라스틱 기판용 수지 조성물

을 마련하는 단계;

상기 수지 조성물을 기판 몰드에 주입하고 베이킹하여 기판 형상으로 성형하는 단계; 및

상기 기판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경화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패널용 플라스틱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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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는 메틸에틸케톤(methylethylketon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는 아크릴레이트(acrylate) 또는 에폭시(epoxy)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열경화성 수지는 우레탄(urethane) 계열의 아크릴레이트(acrylat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기판.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나노입자는, 실리카(silica) 나노입자로서 아크릴레이트(acrylate) 계열의 모노머(monomer)에 분산된 상태로

혼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을 성형하는 단계는, 기판에 대하여 모든 방향에서 대략적으로 동일한 압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열경화성 수지 올리고머(oligomer), 무기나노입자, 및 1,6-헥산다이올다이아크릴레이트(1,6-hexanedioldiacrylate)를

대략 1 : 1 : 1 의 질량비로 마련하고, 광개시제(photoinitiator)와 함께 용매에 녹여 플라스틱 기판용 수지 조성물을 마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스틱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우레탄(urethane) 계열의 아크릴레이트 올리고머(acrylate oligomer), 무기나노입자, 1,6-헥산다이올다이아크릴레이트

(1,6-hexanedioldiacrylate) 및 광개시제(photoinitiator)가 1 :0.8~1.2 : 0.8~1.2 : 0.05~0.25 의 질량비로 혼합되어

MEK 용매에 용해된 플라스틱 기판용 수지 조성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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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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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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