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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기재 시트;

상기 기재 시트의 일면에, 비중이 1.0 내지 1.2g/㎤ 이고 그 입자크기에 대한 하기 식 1로 표시되는 변동계수가 15%이하

인 광확산입자, 상기 광확산입자의 침강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비중이 0.82 g/㎤ 내지 1.0 g/㎤이고 비등점이 130 내지

140℃인 용제, 및 상기 광확산입자와의 굴절율의 차이가 0.01 이하인 제1바인더수지를 포함하는 조성물로 이루어진 광확

산층;

변동계수 = (표준편차 ÷ 평균)×100 (1) ; 및

상기 기재 시트의 타면에 마찰계수가 0.36(MIU) 이하인 비드와, 인장탄성률이 300MPa이하인 제2바인더수지를 포함하는

후면코팅층이 적층되어 있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 및 그 제조방법으로서, 휘도의 향

상을 도모하고, 광확산 시트의 후면에서 발생되는 스크래치 불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블록킹(blocking) 현상을 제거하는

특징이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재 시트;

상기 기재 시트의 일면에, 비중이 1.0 내지 1.2g/㎤ 이고 그 입자크기에 대한 하기 식 1로 표시되는 변동계수가 15%이하

인 광확산입자, 상기 광확산입자의 침강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비중이 0.82 g/㎤ 내지 1.0 g/㎤이고 비등점이 130 내지

140℃인 용제, 및 상기 광확산입자와의 굴절율의 차이가 0.01 이하인 제1바인더수지를 포함하는 조성물로 이루어진 광확

산층;

변동계수 = (표준편차 ÷ 평균)×100 (1) ; 및

상기 기재 시트의 타면에 마찰계수가 0.36(MIU) 이하인 비드와, 인장탄성률이 300MPa이하인 제2바인더수지를 포함하는

후면코팅층이 적층되어 있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의 고형분비율이 38% 내지 4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용제는 부틸아세테이트와 크실렌으로 이루어진 혼합용액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

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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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용액은 부틸아세테이트(butyl acetate) 100중량부에 대하여 크실렌(xylene) 20 내지 150 중량부를 혼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확산입자는 제1바인더수지 100중량부에 대하여 40 내지 140 중량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

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확산입자의 평균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입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용제는 그 비중이 0.86g/㎤ 내지 1.0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

산 시트.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비드는 나일론계 또는 실리콘계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바인더수지는 UV경화형우레탄아크릴바인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

도 광확산 시트.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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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UV경화형우레탄아크릴바인더는 트리스(2-아크릴록시에틸)이소시아누레이트-2-프로페노익 에시드(Tris(2-

acryloxyethyl)isocyanurate - 2-Propenoic acid), (1-메틸에틸리덴)비스(4,1-페닐렌옥시-2,1-에테인다이옥시-2,1-

에테인디엘)에스터((1-methlyethyliden) bis (4,1-phenyleneoxy-2,1-ethanediyloxy-2,1-ethanediyl)ester) 및 1-히

드록시-시클로헥실-케톤(1-hydroxy-cyclohexyl-phenyl ketone)의 3원공중합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

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

청구항 11.

비중이 0.82 g/㎤ 내지 1.0 g/㎤이상인 용제에 그 입자크기에 대한 하기 식 1로 표시되는 변동계수가 15%이하인 광확산

입자가 용해된 광확산층용액을 제조하는 단계(S1단계)

변동계수 = (표준편차 ÷ 평균)×100 (1);

상기 광확산입자를 고정지지하는 제1바인더수지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기재에 도포하고 건조하는 단계(S2

단계); 및

상기 제1바인더수지가 도포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기재의 반대면에 마찰계수가 0.36이한인 비드를 포함하는

후면코팅층을 형성하는 단계(S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

산 시트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S1단계는 상기 광확산입자의 평균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입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의 제조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LCD)의 백라이트 유니트(Backlight unit)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복굴절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기존의 단순한 블록킹 현상(blocking)을 방지

하는 외에 스크래치(scratch) 불량을 감소시킨 액정 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LCD)의 백라이트 유니트

(Backlight unit)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LCD의 사용분야는 노트북 컴퓨터용 모니터는 물론 데스크탑 컴퓨터용 대형 모니터, TV용 모니터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LCD의 광원을 만드는 백라이트 유니트의 대화면화 및 고휘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백라이트의 대부분은 도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음극 형광램프(특히, 냉음극 형광램프

(CCFL: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를 광원(100)으로 하여 도광판(LGP: Light Guide Panel:120)을 이용하며, 그

의 발광면 쪽으로 광확산 시트(130), 프리즘 시트(140,150) 및 보호 시트(160)를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발광면 반대쪽에

반사 시트(110)를 포함하는 구조를 갖는다.

백라이트 유니트에서 광확산 시트(130)의 역할은 한쪽 측면 또는 후면으로부터의 광원의 빛을 화면전체에 확산시키고 상

기 빛을 굴절시켜 전면 방향으로의 균일한 빛으로 바꾸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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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광확산 시트는 광확산층, 기재시트 및 후면코팅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기 광확산층을 형성하는 조성물은 바인

더 수지, 경화제, 대전방지제, 광확산입자 및 용제로 이루어진다. 상기 광확산 입자로는 바인더 수지와 상호 조화를 이루어

빛의 투과율 및 확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유기 및 무기입자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유기 입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제로서 에탄올, 아세톤, 메틸이소부틸케톤(MIBK), 메틸에틸케톤 (MEK), 초산 에틸 또는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를 사용

하는데, 상기 용제는 일반적인 광확산입자와의 비중의 차이가 커서, 분산성이 떨어지며 더욱이 제조공정에 따르는 작업대

기시간 동안에 광확산입자가 침강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이에 따라 입자들이 광확산층에서 불균일하게 분포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상기 용제의 비등점이 낮아서 코팅공정 후 건조시에 광확산층이 평탄화되는 특성(leveling property)을 얻

기 어려웠다.

한편, 상기 광확산 시트(130)의 후면코팅층은 램프의 광원을 바로 접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광원에서 발생하는 열에 안

정해야 하는 관계상, 표면 경도가 너무 높게 형성되고, 이에 따라 후면코팅층에 인접하여 도광판을 모듈화시키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진동 마찰에 의하여 스크래치 불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첫번째 기술적 과제는 종래의 복굴절 현상에 의한 낮은 휘도를 개선하여 그 향상을 도모

하고, 광확산 시트의 후면에서 발생되는 스크래치 불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블록킹(blocking)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액

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두번째 기술적 과제는 휘도를 향상시키고, 광확산 시트의 후면에서 발생하는 스크래치 불

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블록킹(blocking)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상기 첫번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재 시트;

상기 기재 시트의 일면에, 비중이 1.0 내지 1.2g/㎤ 이고 그 입자크기에 대한 하기 수학식 1로 표시되는 변동계수가 15%

이하인 광확산입자,

수학식 1

변동계수 = (표준편차 ÷ 평균)×100

상기 광확산입자의 침강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비중이 0.82 g/㎤ 내지 1.0 g/㎤이고 비등점이 130 내지 140℃인 용제,

및 상기 광확산입자와의 굴절율의 차이가 0.01 이하인 제1바인더수지를 포함하는 조성물로 이루어진 광확산층;

; 및

상기 기재 시트의 타면에 마찰계수가 0.36(MIU) 이하인 비드와, 인장탄성률이 300MPa이하인 제2바인더수지를 포함하는

후면코팅층이 적층되어 있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조성물의 고형분비율이 38% 내지 42%일 수 있다.

상기 용제는 부틸아세테이트와 크실렌으로 이루어진 혼합용액일 수 있다.

아울러, 상기 혼합용액은 부틸아세테이트(butyl acetate) 100중량부에 대하여 크실렌(xylene) 20 내지 150 중량부를 혼

합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상기 광확산입자는 제1바인더수지 100중량부에 대하여 40 내지 140 중량부일 수 있다.

상기 광확산입자의 평균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입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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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용제는 그 비중이 0.86g/㎤ 내지 1.0g/㎤일 수 있다.

아울러, 상기 비드는 나일론계 또는 실리콘계화합물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바인더수지는 UV경화형우레탄아크릴바인더일 수 있으며, 상기 UV경화형우레탄아크릴바인더는 트리스

(2-아크릴록시에틸)이소시아누레이트-2-프로페노익 에시드(Tris(2-acryloxyethyl)isocyanurate - 2-Propenoic acid)

, (1-메틸에틸리덴)비스(4,1-페닐렌옥시-2,1-에테인다이옥시-2,1-에테인디엘)에스터((1-methlyethyliden) bis (4,1-

phenyleneoxy-2,1-ethanediyloxy-2,1-ethanediyl)ester) 및 1-히드록시-시클로헥실-케톤(1-hydroxy-

cyclohexyl-phenyl ketone)의 3원공중합체일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두번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중이 0.82 g/㎤ 내지 1.0 g/㎤이상인 용제에 그 입자크기에 대한 상기 수학식 1로 표시되는 변동계수가 15%이하인 광

확산입자가 용해된 광확산층용액을 제조하는 단계(S1단계);

상기 광확산입자를 고정지지하는 제1바인더수지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기재에 도포하고 건조하는 단계(S2

단계); 및

상기 제1바인더수지가 도포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기재의 반대면에 마찰계수가 0.36이하인 비드를 포함하는

후면코팅층을 형성하는 단계(S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

산 시트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 S1단계에는 상기 광확산입자의 평균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입자일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다음에 예시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다음에 상술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당 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도면에서 막 또는 영역들의 크기 또는 두께는 명세서의 명확성을 위하여 과장되어

진 것이다.

도 2에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의 단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광확산 시트는 기재 시트(210)의 상부에 광확산층(200)이 도포되어 있고, 그 하부에는 후면코팅층(220)이 적

층된 구조를 가진다.

상기 광확산층(200)은 LCD 백라이트에서 입사된 빛을 산란시키거나 굴절시킴으로써 상기 빛을 LCD 화면 전체에 골고루

확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광확산층(200)의 조성은 제1바인더수지, 경화제, 광확산입자, 대전방

지제, 분산제 및 용제로 이루어진다.

상기 용제는 제1바인더수지, 경화제, 광확산입자, 대전방지제 및 분산제가 골고루 섞이게 녹이는 물질인데, 특히 제1바인

더수지에 광확산입자가 균일하게 다시 말하면, 분산성이 우수한 것이 필요하고 또한, 본 발명의 고휘도 광확산 시트를 제

조하는 경우에 제1바인더수지내에서 광확산입자가 침적되어 불균일하게 광확산입자가 분포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상기 용제는 그 비중이 0.82 g/㎤ 내지 1.0g/㎤일 수 있으며, 특히 바람직하게는 0.86 g/㎤ 내지 1.0g/㎤일 수

있고, 그 비등점이 130 내지 140℃인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상기 용제의 비중이 0.82 g/㎤ 미만이면, 상기 광확산입자의 분산성이 감소되어 공정진행중에 침강되어 다시 교반하

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상기 용제의 비중이 1.0g/㎤을 초과하면, 제1바인더수지보다 무거워서 코팅후에 상기 제1바인

더수지의 하부에 편중될 수 있고, 건조후에 얼룩불량이 발생된다. 또한, 상기 0.86 g/㎤ 이상인 용제의 예로서는 부틸아세

테이트(butyl acetate)와 크실렌(xylene)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상기 0.86

g/㎤ 내지 1.0g/㎤인 범위를 만족하는 여타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부틸아세테이트(butyl acetate)

100중량부에 대하여 크실렌(xylene) 20 내지 150 중량부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기 크실렌이 20 중량

부 미만이면, 혼합액을 제조하는 경우에 상기 혼합액의 표면장력이 감소하여 코팅후에 액적이 잔존하는 불량이 발생되고,

150중량부를 초과하면, 크실렌의 비등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건조공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상기 크실렌이 잔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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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불량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상기 용제의 비등점이 130 내지 140℃로 적용하는 경우에 상기 광확산층을 코팅한 후에

건조할 경우에 코팅된 도막의 평탄성(leveling property)가 우수해지며, 만일 용제의 비등점이 130℃미만이면, 코팅된 도

막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전에 용제가 증발될 수 있고, 140℃를 초과하면, 기재 시트가 울렁거리는 컬링(curling) 불량이 발

생되고, 건조공정에 부하가 걸려서 공정손실이 발생한다.

한편, 본 발명의 광확산입자는 그 비중이 1.0 내지 1.2g/㎤ 이고 그 입자크기에 대한 변동계수가 15%이하인 특징이 있다.

상기 광확산입자로 사용될 수 있는 예를 들면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에틸메타크릴레이트, 이소부틸메타크릴레이트, 노말부

틸메타크릴레이트,노말부틸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아크릴산, 메타크릴산, 공중합체 또는 삼원 공중합체 등의 아크릴계, 폴

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올레핀계 입자, 아크릴과 올레핀계의 공중합체, 단일중합체의 입자를 형성한

후, 그 층위에 다른 종류의 단량체를 코팅한 다층다성분계 입자 등의 유기입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바람직하게는 폴리메

틸메타그릴레이트(PMMA)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광확산입자의 굴절율이 상기 제1바인더수지의 굴절율과의 차이

가 작거나 동일한 것일 수 있다.

상기 변동계수는 '변동계수 = (표준편차 ÷ 평균)×100'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산포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표준편차

를 활용하기도 하나, 본 발명에서는 평균값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표준편차보다 평균값과는 무관하게, 광확산입자의 분포

를 관리할 수 있고, 이를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변동계수를 사용한다. 상기 변동계수는 그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숫

자 '0'에 가까울 수록 입자간에 편차가 적음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 변동계수가 15%이하인 입자를 광확산입자로 채용하

여 광확산 효과를 극대화한다. 즉, 상기 광확산입자의 변동계수가 15%를 초과하면, 초기 광확산층의 코팅공정에서 상기

광확산층의 두께를 광확산입자의 두께와 동일하게 코팅하더라도 광확산입자들간의 넓은 입도분포에 의하여 광확산입자들

이 단층이 아니라 다층으로 적층되서 광확산 효과가 저감된다.

또한, 상기 광확산입자는 그 평균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입자일 수 있는데, 평균 크기가 큰 입자가 기재 시트의 일면에 단

층으로 코팅되고, 그 사이 공간에 평균 크기가 작은 입자들이 상기 공간을 채울 수 있어 후면에서 입사되는 빛의 확산성이

우수해질 수 있다.

예컨데, 상기 광확산입자가 그 평균 크기가 20㎛와 10㎛인 두 종류의 입자인 경우에, 각각의 변동계수가 15% 이하에서 각

각 입도의 분포가 작아서 후면에서 입사되는 빛의 확산시에 균일한 방향성을 유도할 수 있게 되어, 전면으로 진행하는 빛

의 직진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상기 광확산입자의 평균 크기가 작은 범위내에 있어서 상기 평균 크기가 20㎛ 인 입자들

이 단층으로 적층되고, 그 사이 공간에 상기 10㎛인 입자들이 상기 공간을 팩킹(Packing)할 수 있어서, 후면에서 입사되는

빛의 확산성이 우수해지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균일하게 큰 입자들의 사이 공간으로 작은 입자들이 배열되게 하기 위하여 입자의 분포를 조절하는 외

에도 혼합액의 고형분 비율을 높게 할 필요가 있는데, 상기 고형분비율은 38% 내지 42%가 바람직하다. 만일,상기 고형분

의 비율이 38% 미만이면, 점도가 감소하여 코팅된 도막의 두께 균일도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휘도의 균일성

(uniformity)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만일 42%를 초과하면, 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코팅후에 액적이 잔존하여 얼룩불

량이 발생된다. 상기 고형분비율이라 함은 조성물 중 용제를 제외한 여타 성분들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또한, 상기 광확산입자의 비중은 1.0 내지 1.2g/㎤ 인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사용되는 용제의 비중과의 관계에서 고려되

는 특성으로서, 상기 광확산입자의 비중이 1.0g/㎤ 미만이면, 사용될 수 있는 용제보다 비중이 작아질 수 있어 분산성이 열

악해지고 생산공정상 도막의 두께 분포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1.2g/㎤를 초과하면, 용제내에서 침강되는 속도가

커서 코팅공정에서 빈번하게 재교반을 하는 공정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상기 광확산입자는 전면으로 조사되는 광의 직진성을 증가시켜 고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굴절율이 제1바인더수지

와 유사하게 조절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히 상기 광확산입자와 제1바인더수지와의 굴절율의 차이가 0.01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0.01 이하의 굴절율의 차이가 유지됨에 의하여 전면 발광되는 휘도가 증가 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제1바인더수지는 상기 광확산입자의 두께에 대하여 50 내지 75%의 두께를 가진다. 만일, 50% 미만의 두께이

면, 상기 제1바인더수지층에 상기 광확산층이 고정지지되기 어렵고, 75%를 초과하면, 광확산효과가 저감된다.

한편, 상기 광확산입자는 제1바인더수지 내에 함유되는 비율에 따라 광투과율과 광확산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높은 광투

과율과 광확산율을 보이기 위해서는 수지 내에 함유되는 광확산입자의 함량은 제1바인더수지 100중량부에 대하여 40 내

지 140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한데, 40중량부 미만인 때에는 빛의 산란에 의한 광확산 효과가 부족하며, 140중량부를 초과

하는 때에는 광투과율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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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광확산층(200)에 사용되는 제1바인더수지는 기재 시트(210)와의 접착성이 양호해야 유리하며, 사용되는 광확

산입자와 상용성이 있어야 한다.

상기 제1바인더수지는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아크릴계 수지는 굴절율이 약 1.49로서 본 발명에 따르는 광

확산입자의 굴절율과의 차이가 0.01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상기 광확산입자로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PMMA)를 사용하는 경우 이의 굴절율이 1.49로서 상기 아크릴계 수지의 굴절율과 거의 동일하여 LCD 백라이트에서 입

사된 빛을 LCD 화면 전체로 직진할 수 있도록 하여 휘도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상기 제1바인더수지의 물성 즉, 내열성, 내마모성, 접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화제를 첨가할 수 있다.

상기 광확산층 조성물에 사용되는 분산제는 상기 조성물을 도포하기 이전에 균일한 상태의 조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종류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다.

한편 본 발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재 시트(210)는 투명한 지지체로서, 폴리에테르술폰(PES, polyethersulphone), 폴리

아크릴레이트(PAR, polyacrylate), 폴리에테르 이미드(PEI, polyetherimide),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PEN,

polyethyelenen napthalate),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드(PET, polyethyeleneterepthalate),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polyphenylene sulfide: PPS), 폴리아릴레이트(polyallylate), 폴리이미드(polyimide), 폴리카보네이트(PC), 셀룰로오스

트리 아세테이트(TAC),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cellulose acetate propinonate: CAP)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는데, 특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재 시트(210)는 제1바인더수지와의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후면에서 입사되는 광의 투과도가 90% 이상이어야 하고 표면의 평활도가 균일하여 휘도의 편차

가 없어야 한다. 또한, 상기 기재 시트(210)의 두께는 50 내지 250㎛인 것이 바람직한데, 50㎛ 미만이면 제조공정에서 취

급성이 떨어지고, 250㎛를 초과하면 최근 LCD 모듈의 박막화 추세에 반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서 기재 시트(210)의 하부에 위치하는 후면코팅층(220)은 마찰계수가 0.36(MIU) 이하인 비드와, 인

장탄성률이 300MPa이하인 제2바인더수지를 포함한다. 상기 (MIU)는 KES 계측에 의한 마찰계수의 평균값(Mean value

of coefficient of friction(non-unit))으로서 단위가 없다. 여기서, 상기 비드의 마찰계수는 광확산 시트의 후면에 위치하

는 예를 들면, 도광판과 같은 부품과 접촉하게 되어 모듈화공정이나 실제 사용중에 접촉된 계면에서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

생되고 이러한 마찰에 의하여 스크래치 불량이 발생되는데, 통상 도광판에 사용되는 기가 아크릴계 수지이며, 상기 아크릴

계 수지는 그 마찰계수가 0.37 내지 0.38 이므로 상기 비드의 마찰계수를 0.36(MIU) 이하로 하여 상기 도광판에 스크래치

를 방지할 수 있다. 상기 0.36(MIU)이하인 물질을 예를 들면, 메틸 실리콘 파우다(Methyl silicone powder) 또는 나일론

파우더(Nylon powder, 예를 들면, Nylon-12)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기 메틸실리콘 파우더

또는 나일론 파우더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탄성이 있기때문에 도광판과 마찰에 의한 비드 입자 자체의 스크래치도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기 제2바인더수지는 상술한 바와 같이 도광판과의 접촉에 의한 마찰이 불가피한데, 상기 제2바인더수지의 탄성률

이 300MPa 이하로 사용함으로써 통상적인 도광판에 적층되는 아크릴계 수지의 탄성율인 900 내지 1000MPa보다 작게

되어 스크래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르면 후면코팅층의 스크래치 및 도광판의 스크래치 발생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다.

상기 제2바인더수지는 탄성률이 300MPa이하인 재질이면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UV 경화형 우레탄 아크

릴 수지를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트리스(2-아크릴록시에틸)이소시아누레이트-2-프로페노익 에시드(Tris(2-

acryloxyethyl)isocyanurate - 2-Propenoic acid), (1-메틸에틸리덴)비스(4,1-페닐렌옥시-2,1-에테인다이옥시-2,1-

에테인디엘)에스터((1-methlyethyliden) bis (4,1-phenyleneoxy-2,1-ethanediyloxy-2,1-ethanediyl)ester) 및 1-히

드록시-시클로헥실-케톤(1-hydroxy-cyclohexyl-phenyl ketone)의 3원공중합체가 바람직하다. 상기 3원공중합체는

블락공중합체 또는 랜덤공중합체일 수 있으며, 유리전이온도(Tg)가 약 52℃ 이고, 수평균분자량이 약 4500이다.

이러한 후면코팅층(220)은 광확산 시트에 안티블록킹(anti-blocking) 성질을 부여하여 백라이트 유니트 조립시나 재작업

시에 작업성을 높이는 한편, 대형 화면 LCD에 사용되는 확산입자가 포함된 도광판과의 마찰로 인한 스크래치(scratch)불

량의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안티블록킹이란 블록킹을 방지한다는 의미이고 블록킹은 광확산판과 그에 바

로 인접하여 부착되는 예를 들어, 도광판과 같은 구조물과 일체화되는 불량을 말한다. 상기 안티블록킹특성을 부여하기 위

하여 상기 후면코팅층에 위치하는 비드(beads)가 상기 후면코팅층의 표면상으로 그 일부가 돌출되도록 구성하는 동시에

상기 비드의 마찰계수가 작을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비드는 상기 후면코팅층(220)의 표면에서 3 내지 5㎛ 돌출되어 있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비드는 광확산 시트와 도광판의 접촉면적을 줄여서 도광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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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드 입자가 표면에서 돌출되도록 하는 것은 바인더와 입자혼합코팅액의 비휘발성분율을 조절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

다. 즉, 고형분의 비율을 조절하여 바코터(bar coater)의 번호를 일정하게 해주면 건조전 상태의 코팅두께는 일정하게 되

지만 건조후에는 바인더층의 두께는 낮아지는 반면 입자의 입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드입자가 3㎛ 정도 돌출되게

조절할 수 있다.

상기 비드가 표면에서 3㎛ 미만으로 돌출되는 때에는 도광판과 블록킹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5㎛를 초과하는 때에는 도

광판에 스크래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상기 후면코팅층은 백라이트 유니트를 제조할 때 생길 수 있는 먼지나 불순물에 의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

기 위해 첨가제로서 대전방지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대전방지제는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하고 당업계에서 통상사용

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광확산 시트를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에 적용한 개략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음극 형광램프를 광원(600)으로 하여 도광판(620)을 이용하여 발광면 쪽으로 광확산 시트(630)를 세겹

으로 적층하고 있으며 상기 발광면의 반대쪽에는 반사 시트(610)를 구비한 구조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광확

산 시트(630)를 세겹으로 도시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두겹 또는 네겹으로 구성할 수 있음은 물론인데, 종

래에 광의 직진성을 증가시켜 휘도를 향상시키는 프리즘시트는 고가이어서 생산원가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본 발명에 따르는 광확산입자가 단층배열된 광확산시트를 겹치는 구성을 통하여 광의 직진성을 증가시켜서 휘도

를 향상하며 더욱이 제조원가를 절감하게 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의 제조방법

을 살펴본다.

상기 제조방법은 비중이 0.82 g/㎤ 내지 1.0 g/㎤이상인 용제에 그 입자크기에 대한 하기 식 1로 표시되는 변동계수가

15%이하인 광확산입자가 용해된 광확산층용액을 제조하는 단계(S1단계)

변동계수 = (표준편차 ÷ 평균)×100 (1);

상기 광확산입자를 고정지지하는 제1바인더수지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기재에 도포하고 건조하는 단계(S2

단계); 및

상기 제1바인더수지가 도포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기재의 반대면에 마찰계수가 0.36이하인 비드를 포함하는

후면코팅층을 형성하는 단계(S3단계);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으며, 상기 S1단계에는 상기 광확산입자의 평균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입자를 포함할 수 있다.

먼저, S1단계를 보면, 상기 용제의 비중이 0.82 g/㎤ 미만이면, 상기 광확산입자의 분산성이 감소되어 공정진행중에 침강

되어 다시 교반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상기 용제의 비중이 1.0g/㎤을 초과하면, 제1바인더수지보다 무거워서 코팅후

에 상기 제1바인더수지의 하부에 편중될 수 있고, 건조후에 얼룩불량이 발생된다. 또한, 상기 용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로

서는 부틸아세테이트(butyl acetate)와 크실렌(xylene)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에 한정할 것은 아

니고 상기 0.86 g/㎤ 내지 1.0g/㎤인 범위를 만족하는 여타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용제의 비중이

광확산입자의 비중에 가까운 경우에 용해공정이 이후에 코팅공정에 이르기까지 코팅액 내에 광확산입자가 균일하게 분포

할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기 광확산입자가 침강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상기 광확산입자가 침강

하면, 코팅액은 코팅하는 작업시간이 경과할 수록 후에 생산되는 제품로트(Lot)에는 광확산입자가 덜 분포하게 되어서 헤

이즈는 낮아지지만 광확산 효율이 감소하고, 먼저 생산된 로트에는 광확산입자가 많이 분포하게 되어 광확산입자의 단층

배열이 어렵고 부분적으로 헤이즈 편차가 심해진다.

다음으로, 광확산입자를 상기 용제에 적하시키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광확산입자의 크기는 변동계수가 15%이하인 범

위 내에서 조절하는데, 그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여과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데, 면, 나이론, 다공성 금속, 금속섬유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여과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과수단의 양편으로 압력 차이를 주거나 원심분리의 원리를 이용할 수

도 있으며, 콜로디온막 또는 셀로판막을 사용하는 한외여과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상기 광확산입자의

평균값이 다른 입자를 상기 용제에 더 적하시킬 수 있다. 기타 특징에 대하여는 전술한 광확산시트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그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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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광확산층용액에는 제1바인더수지가 용해된다. 상기 제1바인더수지는 기재 시트와의 접착성이 양호하며, 상술

한 광확산입자와 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량에 관하여 보면, 상기 제1바인더수지 100중량부에 대하여 40 내지

140 중량부의 광확산입자를 사용한다.

상기 제1바인더수지는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으나, 상기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와의 굴절율이 거의 동일한

아크릴계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바인더수지의 내열성, 내마모성, 접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화제를 첨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균일하게 광확산입자가 분포된 광확산용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이를 혼합하게 되는데, 통상의 믹서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혼합조건은 100 내지 300rpm으로 1시간 가량을 분산시킨 후, 약 50 내지 100rpm으로 약 30분 동안 조액내

의 기포를 제거한다. 상기 혼합조건에서 혼합속도는 광확산입자의 균일한 분산과 용액 내부의 기포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

로, 상기 혼합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오히려 용액 내부에 더 많은 기포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낮은 속도는 단

위생산공정에서 소요시간이 길어져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다음으로, S2단계를 볼 수 있는데, S2단계는 광확산입자를 고정지지하는 제1바인더수지층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기재에 도포하고 건조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상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기재의 사용은 내열성, 가공취급성 등이 우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외에

폴리에테르술폰(PES, polyethersulphone), 폴리아크릴레이트(PAR, polyacrylate), 폴리에테르 이미드(PEI,

polyetherimide),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PEN, polyethyelenen napthalate),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드(PET,

polyethyeleneterepthalate),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olyphenylene sulfide: PPS), 폴리아릴레이트(polyallylate), 폴리이

미드(polyimide), 폴리카보네이트(PC), 셀룰로오스 트리 아세테이트(TAC),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cellulose acetate propinonate: CAP)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상기 내열성, 가공취급성 등을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

서 무방하다.

상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기재의 두께는 50 내지 25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타의 특성에 관하여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아서 생략한다.

다음으로, 상기 광확산용액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기재에 코팅한다. 상기 코팅하는 방법으로는 스핀코팅법,

스크린마스크코팅법, 바코팅법 등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으나, 특히 바코팅법이 유용하다. 이는 대량생산 공정에 적합하

고, 연속생산이 가능한 잇점이 있다. 상기 바코팅법에 의하면, 상기 광확산용액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기재에 약 20

㎛ 두께로 코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광확산용액이 코팅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기재를 건조시킨다. 여기서, 건

조하는 방법으로는 열풍건조, 적외선(IR)건조, 자외선(UV)건조 등을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건조 공

정을 거친 이후에 코팅된 광확산용액에서 용제성분이 증발하고, 광확산층이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상기 제1바인더수지층이 도포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기재의 반대면에 마찰계수가 0.36이하인

비드를 포함하는 후면코팅층을 형성하는 단계(S3단계)를 살펴본다. 여기서, 후면코팅층은 비드와 제2바인더수지를 포함

한다.

상기 비드는 마찰계수가 0.36이하인 특징이 있는데, 이는 안티블록킹(anti-blocking) 성질을 부여하며, 동시에 광확산 시

트의 후면에 위치하는 다른 소재, 예컨대 도광판과의 마찰로 인한 스크래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타의 설명

은 이미 상술한 바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생략한다.

또한, 상기 마찰계수를 작을수록 유리한데, 특히 0.36(MIU)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0.36(MIU)이하인 물질을 예를

들면, 메틸 실리콘 파우다(Methyl silicone powder)나 나일론 파우더(Nylon powder, 예를 들면, Nylon-12)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 마찰계수가 0.36(MIU)이하인 다른 물질을 이용할 수 있다.

상술한 비드를 제2바인더수지와 함께 용해시키기 위하여, 용제에 적하시키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용제는 당업계에서 통상

적으로 사용되는 것인 한 특별하게 한정할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제2바인더수지는 탄성률이 300MPa이하인 안티블록킹성질 및 내스크래치성을 가지는 한도내에서 여타의 물질을 사

용할 수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UV 경화형 우레탄 아크릴 수지를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트리스(2-아크릴록시에틸)이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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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레이트-2-프로페노익 에시드(Tris(2-acryloxyethyl)isocyanurate - 2-Propenoic acid), (1-메틸에틸리덴)비스

(4,1-페닐렌옥시-2,1-에테인다이옥시-2,1-에테인디엘)에스터((1-methlyethyliden) bis (4,1-phenyleneoxy-2,1-

ethanediyloxy-2,1-ethanediyl)ester) 및 1-히드록시-시클로헥실-케톤(1-hydroxy-cyclohexyl-phenyl ketone)의 3

원공중합체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용제에는 대전방지제를 더 첨가할 수 있으며 상기 대전방지제는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하고 당업계에서 통상적

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후면코팅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술한 비드, 제2바인더수지 등이 적하된 용제를 혼합할 필요가 있는데, S1단계

에서 광확산용액을 혼합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S2단계에서 형성된 광확산층이 코팅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반대면에 비드, 제2바인더수지 등이 균일

하게 혼합된 용제를 코팅하여 건조하게 되는데, 건조방법은 S1단계에서 광확산용액을 건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나 본 발명이 이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굴절율이 1.49인 아크릴 수지 100g, 경화제로 폴리이소시아네이트 5g, 광확산 입자로서 굴절율이 1.49이며 그 크기에 대

한 변동계수가 7%이고 비중이 1.19 g/㎤인 크기 2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일본 소켄사 제조) 75g 및 용제로서 부틸

아세테이트 112g 과 크실렌 48g의 혼합용액(비중 0.878g/㎤, 비등점 133.29℃)을 제조하고, 상기 혼합용액을 호모믹서

를 사용하여 분당 회전수 1,000rpm으로, 1시간 동안 분산시킨 후 2시간 동안 조액내의 기포를 제거하여 광확산층의 조액

을 제조하였다. 상기 조액을 125㎛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시트에 바코터를 사용하여 도포하고 건조하여 도막두께가

20㎛인 광확산층이 도포된 시트를 제조하였다. 다음으로 유리전이온도 52℃이고 탄성율이 250MPa인 UV경화형 우레탄

아크릴 수지(일본 나또코사 제조, SB-243) 100g, 대전방지제로서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5g, 마찰계수 0.32(MIU)인 메

틸 실리콘(Methyl silicone) 비드 2g을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각각 50g의 혼합용액에 용해시켜 후면코팅층 용액을 제조하

였다. 마지막으로 상기 광확산층이 도포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반대면에 바코터에 의해 상기 후면코팅층용액을

코팅하고 열풍오븐 온도 100℃에서 30초간 건조한 후 600mJ/cm2 광량의 자외선(UV)광으로 경화하여 돌출된 비드의 두

께가 4㎛인 후면코팅층이 형성된 광확산 시트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2

굴절율이 1.49인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100g, 경화제로 폴리이소시아네이트 5g, 광확산 입자로서 비중이 1.19g/㎤이

며 굴절율이 1.49이고 그 크기에 대한 변동계수가 7%인 크기 1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일본 소켄사 제조) 75g, 용제

로서 부틸아세테이트 65g과 크실렌 16g의 혼합용액(비중 0.879g/㎤, 비등점 131.86℃)을 제조하고, 상기 혼합용액을 호

모믹서를 사용하여 분당 회전수 1,000rpm으로, 1시간 동안 분산시킨 후 2시간 동안 조액내의 기포를 제거하여 광확산층

의 조액을 제조하였다. 상기 조액을 125㎛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시트에 바코터를 사용하여 도포하고 건조하여 도막

두께가 20㎛인 광확산층이 도포된 시트를 제조하였다. 다음으로 탄성율이 250MPa인 UV경화형 우레탄 아크릴 수지(일본

나또코사 제조, SB-243) 100g, 대전방지제로서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5g, 마찰계수 0.34인 나일론-12(Nylon-12) 비

드 2g을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각각 50g의 혼합용액에 용해시켜 후면코팅층 용액을 제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 광확산

층이 도포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반대면에 바코터에 의해 상기 후면코팅층용액을 코팅하고 열풍오븐 온도

100℃에서 30초간 건조한 후 600mJ/cm2 광량의 자외선(UV)광으로 경화하여 돌출된 비드의 두께가 4㎛인 후면코팅층이

형성된 광확산 시트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3

용제로서 부틸아세테이트 90g 과 크실렌 60g의 혼합용액(비중 0.876g/㎤, 비등점 134.7℃)을 제조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

시예 1과 동일하게 실시하여 광확산시트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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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율이 1.49인 아크릴 수지 100g, 경화제로 폴리이소시아네이트 5g, 광확산 입자로서 굴절율이 1.49이고 비중이

1.19g/㎤이며 그 크기에 대한 변동계수가 7%인 크기 2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일본 소켄사 제조) 126g과 변동계수

가 9.5%인 크기 1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일본 소켄사 제조) 14g, 용제로서부틸아세테이트 162g 과 크실렌 69g의

혼합용액(비중 0.878g/㎤, 비등점 133.29℃)을 제조하고, 상기 혼합용액을 호모믹서를 사용하여 분당 회전수 1,000rpm

으로, 1시간 동안 분산시킨 후 2시간 동안 조액내의 기포를 제거하여 광확산층의 조액을 제조하였다. 상기 조액을 125㎛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시트에 바코터를 사용하여 도포하고 건조하여 도막두께가 20㎛인 광확산층이 도포된 시트를

제조하였다. 다음으로 유리전이온도 52℃이고 탄성율이 250MPa인 UV경화형 우레탄 아크릴 수지(일본 나또코사 제조,

SB-243) 100g, 대전방지제로서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5g, 마찰계수 0.32(MIU)인 메틸 실리콘(Methyl silicone) 비드

2g을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각각 50g에 용해시켜 후면코팅층 용액을 제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 광확산층이 도포된 폴

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반대면에 바코터에 의해 상기 후면코팅층용액을 코팅하고 열풍오븐 온도 100℃에서 30초간

건조한 후 600mJ/cm2 광량의 자외선(UV)광으로 경화하여 돌출된 비드의 두께가 4㎛인 후면코팅층이 형성된 광확산 시트

를 제조하였다.

비교예1

자외선(UV)광 경화형이고 굴절율이 1.47인 우레탄아크릴레이트 수지 100g, 광확산 입자로서 굴절율이 1.49이고 그 크기

가 20㎛에 대하여 변동계수가 35%인 일본 SEKISUI에서 제조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75g, 용제로서 비중이 0.802g/

㎤이고 비등점이 79.6 ℃인 메틸에틸케톤(MEK) 128g를 혼합하고, 상기 혼합용액을 호모믹서를 사용하여 분당 회전수

1,000rpm으로, 1시간 동안 분산시킨 후 2시간 동안 조액내의 기포를 제거하여 광확산층의 조액을 제조하였다. 상기 조액

을 125㎛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시트에 바코터를 사용하여 도포하고 건조하여 도막두께가 20㎛인 광확산층이 도포

된 시트를 제조하였다. 다음으로 유리전이온도 88℃인 열경화형 아크릴바인더수지(애경화학 제조) 100g, 마찰계수 0.38

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비드 2g 대전방지제로서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3g를 톨루엔 70g에 용해시켜 후면

코팅층 용액을 제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 광확산층의 반대측 면에 바코터에 의해 코팅하고 열풍오븐 온도 100℃에서

30초간 건조한 후 도막두께가 5㎛인 후면코팅층이 형성된 광확산 시트를 제조하였다.

시험예 1

상기 실시예 1 및 비교예 1 내지 4에 따라 제조된 광확산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다.

(1) 내스크래치성

본 발명에 의한 광확산시트와 인접하여 부착되는 도광판과의 마찰시험을 통하여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정도를 관찰하였는

데, 장비는 일본산으로서 Shinto Scientific社 HEIDON-14DR Surface Property Tester기를 사용하였고, 시험조건은 왕

복속도(㎜/min)는 4500, 왕복거리(㎜)는 15, 왕복횟수는 2000, 가압무게(g)는 50으로 설정하였다. 결과 평가는 육안 관찰

로 평가하였다. 도 3a는 비교예 1에 의하여 제조된 광확산시트의 마찰시험 후 표면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도 3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4에 의하여 제조된 광확산시트의 마찰시험 후 표면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도 3a와 도 3b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광확산시트가 후면코팅층을 이루고 있는 비드와 제2바인더에 의하여 도광판과 마찰시에 비드에

의한 마찰계수가 작아서 스크래치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2바인더의 탄성으로 인하여 비드의 유동가능한

이격이 확보되어 스크래치 손상이 덜 발생되었음을 볼 수 있다.

(2) 내마모성 평가

테파식마모시험기(Taber Abraser (마모륜 : CS-17, 하중 1kg))를 사용하여 실시예 4와 비교예 1에 의하여 제조된 광확

산시트를 후면코팅층의 내마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원반형으로 시편을 제작하였다. 상기 시편위에 1kg 하중의 마모륜

(CS-17)을 올려놓고 회전시키면서 마모를 시킨 다음 감량된 시편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에 따르는 결과를, 도 5에 나타

내었다.

도 5는 실시예 4와 비교예 1에 의하여 제조된 광확산시트에 대한 내마모성 시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5를 참조

하면, 비교예 1에 의하여 제조된 광확산시트는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비례하여 마모감소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반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의하여 제조된 광확산시트는 회전수가 약 300 rpm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거의 마모감소량

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이후에 마모감소량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1000 rpm에 이르도록 소량의 일정한 마모감소량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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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더욱이, 비교예 1에 의한 광확산시트는 제2바인더수지가 유관관찰에 의하여 볼 때 확연하게 박리되어 있음에

반하여, 실시예 4에 의한 광확산 시트는 유관관찰에 의한다 하여도 박리된 제2바인더수지를 거의 확인할 수 없는 결과와

도 일치함에 비추어 우수한 내마모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3) 휘도특성 평가

TOPCON社의 BM7이라는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측정각은 1˚로 하였다. 측정된 영역은 총 9 점으로 하여 각각의 영역에

번호를 매겼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르는 다른 실시예에 의해 제조된 광확산 시트의 휘도 측정 영역을 표시한 그림이다. 상

기 측정 영역은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고, 이 번호에 대하여 상기 장비로 실시예 1 내지 4 및 비교예 1에 의해 제조된 광확

산시트의 휘도를 측정하여 하기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1 2 3 4 5 6 7 8 9 평균휘도 증가율(%)

실시예 1 3737 3246 3293 3258 3521 3425 3178 3206 3078 3327 1.2

실시예 2 3713 3218 3265 3238 3509 3389 3154 3178 3086 3306 0.5

실시예 3 3792 3281 3325 3313 3569 3433 3214 3262 3142 3370 2.5

실시예 4 3836 3309 3345 3317 3593 3485 3269 3305 3178 3404 3.5

비교예 1 3689 3198 3242 3214 3493 3401 3126 3166 3066 3288 0.0

상기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교예 1에 의하여 제조된 광확산시트를 번호 1에서 번호 9까지 측정하여 평균휘

도를 나타내고, 이를 실시예 1 내지 4와 비교하여 그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교예 1의 평균휘도를 기준휘

도로 이용하였다. 상기 <표 1>을 참조하면, 실시예 1 내지 4에 의하여 제조된 광확산 시트의 휘도증가가 각각 1.2%, 0.5%

, 2.5% 및 3.5%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광확산 시트는 종래의 광확산 시트의 비드(beads)의 적층배열로 인한 복굴절

이 발생하여 휘도가 낮은 문제를 단층배열을 통하여 휘도향상을 도모하고, 블록킹(blocking) 현상을 제거하는 동시에 광확

산 시트의 후면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도광판과의 마찰로 인한 스크래치 불량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휘도의 향상을 도모하고, 광확산 시트의 후면에서 발생하는 스크래치 불량을 감

소시키는 동시에, 블록킹(blocking) 현상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LCD의 백라이트 유니트의 단면에 대한 개략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광확산 시트의 단면도이다.

도 3a는 비교예 1에 의하여 제조된 광확산 시트의 마찰시험 후 표면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도 3b는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예 4에 의하여 제조된 광확산 시트의 마찰시험 후 표면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르는 다른 실시예에 의해 제조된 광확산 시트의 휘도 측정 영역을 표시한 그림이다.

도 5는 실시예 4와 비교예 1에 의하여 제조된 광확산시트에 대한 내마모성 시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는 광확산 시트를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에 적용한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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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600: 광원 110, 610: 반사 시트

120, 620: 도광판 130, 630: 광확산 시트

140: 하부 프리즘 시트 150: 상부 프리즘 시트

160: 보호 시트 200: 광확산층

210: 기재 시트 220: 후면코팅층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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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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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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