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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액정표시장치 등의 투과형 표시장치, 조명광고, 교통표지 등의 백라이트로서 이용되는 면광원은, 배면에 
광반사총(2)을 갖는 도광판(1)과, 도광판(1)의 일측 톄두리부에 설치된 광원(3),  도광판(1)의 광반사층
(2)과 반사측의 면에 인접하여 설치된 광확산시트(8), 광확산시트(8)에 인접하여 그 의측에 설치된 롄즈
시트(4), 더욱이 그 의측에 설치된 투과형 표시소자(6)를 갖춘다.

광확산시트(8)는,  광확산제 입자를 함유하지 않은 투명기재로 이루어지고,  그 표면에 랜덤한 미소凹凸
(41)을 갖추며, 그 미소凹凸면의 표면이 광원광의 파장 이상,100呻 이하의 표면거칠기이다. 그 미소凹凸
(41)의 높이의 누적돗수분포의 벅분율을 종축에, 그 미소凹凸의 높이를 횡축에 취하고 그 미소凹凸의 높
이의 누적돗수분포곡선을 그린 경우에, 누적돗수분포곡선이 좌표의 아랫쪽으로 향하여 凸의 부분을 갖춘 
곡선으로 되고, 또한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평균치가 그 중간치보다도 크도록 한다. 이에 따라, 원하는 
각도범위내에만 균일하면서 고휘도발광을 하고, 또한 면내에서의 장소에 따른 휘도오차가 없는 면발광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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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광확산시트를 이용한 면광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 등의 투과형 표시장치의 백라이트, 조명광고, 교통표지 등에 유용한 면광원에 관
한 것으로, 특히 광확산시트를 이용한 면광원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종래부터 액정표시장치(LCD) 등에 사웅되는 백라이트용의 면광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알려져 있다.

제1 방식으로서는 투광성 펑판(平板)을도광체로 한 에지라이트(edge1ight)방식의 것이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방식에 사용되는 면광원에서는 투명한 평행명판으로 이루어진 도광체의 측단면의 쌍방으로부터 광을 
입사시키고, 투광성 평판 내부의 전반사를 이용하여 광을 전역에 널리 전파시키며, 그전파한 광의 일부를 
도광체 이면의 광산란 반사판에 의해 임계각 미만의 확산반사광으로 만들고, 이 확산광을 도(일본국 실개
소 55-162201호).광판 표면으로부터 방출하도록 되어 있다

제2의 공지의 면광원으로서는, 한쪽 면에 돌기를 갖고, 다른쪽 면을 평활면으로 한 롄즈시트를 상기 제1 
방식의 것의 면광원의 도광판 표면상에 돌기면을 위로 하여 쌓아 올리고, 롄즈의 광집속작용을 이용하여 
그 확산방사광을 소망하는 각도범위내에 균일등방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한 것(일본국 실개펑 4-107201호)
이 있다.

더욱이, 상기 롄즈시트를 투명수지중에 TiO2 등의 광확산제입자를 분산시켜 된 염소(艶消)투명확산판(염
소투명시트)과 조합시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염소투명확산판만을 도광판상에 적충하여 사용한 것
(미국특허 제4729067호, 일본국 특개소 61-55684호)보다도 광원의 광에너지가 소망하는 제한된 각도범위
내로 중점직으로 분배되고, 또한 그 각도범위내에서는 균일등방성이 높은 확산광이 얻어지는 것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술한 종래의 기술중에서 상기 제1 방식과 같이 도광체 표면에 광산란판만을 설치한 것에서는 
방출광은 도광체 표면의 법선방향에 대하여 60도의 각도를 피크로 비교적 예민한 분포를 합으로써 밝기가 
가장 필요한 법선방향(정면방향)의 휘도가 부족하고, 전혀 필요가 없는 훵방향으로 광에너지가 흩어져 없
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 상기 제2 방식과 같은 종래의 기술에 있어서 도광체의 광방출면상에삼각주(三角柱)프리즘형의 단위롄
즈부를 다수개 평행하게 배치한 볼록롄즈(1enticu1ar lens)를 롄즈시트로서 적층한 경우에는, 광방출면의 
법선방향을중심으로 하여 30 o ∼60 o 의 각도내로 방출되는 광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는 도광판 측단부로부터 2ㅝcm정도의 부분까지는 고휘도이더라도 그 이상 멀어지면 점차 휘도가 저하하여 
광원과 반대측의 단부에서는 두드러지게 어두워진다는 결점이 있었다.

더욱이, 염소투명확산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확산판중의 광확산제입자가 광의 일부를 흠수하기 때문에, 
광에너지의 손실이 생긴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롄즈시트와 도광판 표면과의 광학밀착에 의해 뉴톤링(Newton's ring) 등과 같은 두꼐간섭 
줄무늬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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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을 개량하기 위해,

1. 일본국 특개펑 1-245220호, 실개평 61-15008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도광체 이면의 광산란반사종을 그
물망점 등의 패턴형상으로 하고, 또한 그 패턴의 면적을 광원에 가까울수륵 작고 광원으로부터 멀어질수
록 크게 하여 도광판면내의 휘도분포를 보정, 균일화시키려는 시도, 2. 일본국 특개평 3-9306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도광판의 측단부의 2곳이상에 광윈을 배치하여 도광판면내의 휘도분포를 보정, 균일화시키려
는 시도, 3. 일본국 특개소 62-3226호 공보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도광판의 표면 또는 이면에 광을 일
부반사 일부투과하는 선형프리즘열(프리즘형 볼록롄즈)을 조각하고, 그 프리즘면의 경사각이나, 그 도광
판의 두께를 장소에 따라 변화시키며, 그 도광판 전면으로부터 거의 균일한 휘도와 방향을 갖는 출력광을 
얻으려는 시도 등이 이루어졌지만, 모두 휘도를 완전히 균일화하는 것은 어려운 바, 예컨대 상기 1의 것
에서는 광방출면측으로부터 보아 광산란반사층의 그물망점이 투과시인(透過視認)되어 버린다는 결김이 있
고, 또 상기 2의 것에서는 광원장치 전체의 공간이나 소비전력 등이 2배 이상으로 되어 버린다는 결점도
있었다.

상기 제3의 경우는 도광판의 형상이 복잡하게 되고, 설제제작이 극히 어려우며, 더욱이 광확산반사층의 
그물망점을 완전히 불가시화하는 것이 어립다는 결점이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문제점 및 결검을 해결하고, 소비전력과 발열량및 광원장치의 크기 등을 증대
시키는 일없이 소망하는 각도범위내에서만 균일하면서 고휘도의 발광을 실현하고는 면광원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광면내의 장소에 따른 휘도의 오차가 없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목적은 광확산제입자를 함유하지 않은 투명기재(透明基材)로 이루어지고, 그 표
면에 랜덤한 미소凹凸을 갖추며, 이 미소凹凸이 광원광의 파장 이상,100삐 이하의 표면거칠기이고, 그 미
소凹凸의 높이의 누적돗수분포의 백분율을 종축에, 그 미소凹凸의 높이를 횡축에 취하고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누적돗수분포곡선을 그린 경우에, 그 누적돗수분포곡선이 좌표의 아래쪽으로 향하여 凸의 곡선으
로 되고, 또한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평균치가 그 중간치보다도 큰 광확산시트를 이용한 면광원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광확산시트는 측단면의 적어도 한면에 광원을 배치시키고, 또한 이면에 광반사총을 갖는 광투과성 
평판의 도광체 또는 직방체공동을 갖는 도광체의 광방출면상에 적층하여 설치할 수 있다.

또, 상기 광확산시트는 내부에 광원이 수용되고, 그 광원의 배면 및 측면을 덮는 광반사벽면을 갖춤과 더
뷸어 광원의 전면에 창이 개구된 구성을 갖는 탬프하우스의 상기 창을 피복하도록 설치할 수도 있다.

상기 도광체가 광투과성 평판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광체 표면을 광원광의 파장 이하의 표면거칠기를
갖는 평면으로 할 수 있다.

상기 광확산시트상에는 凸 또는 凹이 일차원 롄즈배열시트 또는 이차원 롄즈배열시트를 적층할 수 있다. 
또, 상기 확산시트상에 동일한 다른 확산시트를 적층할 수도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상의 형태]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면광원 및 이를 이용한 표시장치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에지라이트형 면광원을 나타낸다. 동도면에 있어서,1은 도광판을 나타내고, 이 
도광판(1)은 속이 꽉찬 광투과성 펑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광판(1)의 측단면에는 광원, 예컨대 선광원
(3)이 그것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광원(3)의 배후에는 반사경(5)이 설치되어 있다. 광원(3)으로부터 발
생된 광은 직접적으로 또는 반사경(5)에 반사되어 도광판(1)의 내부로 들어가서, 예컨대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내부반사를 하거나, 또는 도광판(1)내에서 직접 외부로 방출된다.

도광판(1)의 배면에는 광반사층(2)이 설치되어 있다. 도광판(1)의 광반사총(2)과 반대측의 면은 방출면으
로서 형성된다. 광방출면에 접하여 광확산시트(8)가 설치되고, 광방출면을 거쳐 방출된 광은 광확산시트
(8)를 투과한다. 광확산시트(8)를 투과한 광은 롄즈시트(4)를 투과한 후, 투과형 표시사이 및, 광확산시
트(8)장치 (6) 를 통과한다.

광확산시트(8) 와 도광판(1) 과의와 롄즈시트(4)와의 사이에는 공극(9)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 공극(9)에 
면하는 확산시트(8)의 표면에는 후술하는 돌기(41)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도광판(1)은 속이 꽉찬 것으로 하는 대신에 속이 텅빈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속이 꽉
찬 도광판(1)의 광반사층(2)에 접하는 면과 광방출면이 각각 판형상으로 되고, 그 사이가 직방체공동(直
方體空洞)으로 된다.

제2도에 나타낸 직하(直下)형 면광원에서는 광원(3)은 선 또는 점광원으로 램프하우스(5)내에 수용되어 
있다. 램프하우스(5)는 광원(3)의 배후 및 측부를 덮고, 광원(3)으로부터의 광을 광확산시트(8)로 향하여 
반사시키는 반사면으로서 기능한다.

제1도 및 제2도에 있어서, 참조부호 100은 면광원을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200은 표시장치를 전체적으로 
나타낸다.

본 발명에 의하면, 그 돌기(41)는 광확산시트(8)의 표면 전면에 랜덤하고 미소한 凹凸형상[예컨대, 사목
(砂目)모양, 이지(梨地:바닥이 배의 껍질처럼 오톨도톨하게 짠 피륙)모양 듸을 형성하여 얻은 것이고, 그 
미소凹凸은 광원광의 파장 이상,100삐 이하의 표면거칠기를 갖는다.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누직돗수분포
의 벅분율을 종축에, 그 미소凹凸의 높이를 횡축에 취하고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누직돗수분포를 그린 경
우에, 그 누적돗수분포곡선은 좌표의 아래로 향하여 凸의 부분을 포함하는 곡선으로 되고, 또한 그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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凹凸의 높이의 평균치가 그 중간치보다도 크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광확산시트(8)는 투광성 기재로 형성된다. 여기서, 투광성 기재로서는 푤리(메타)
아크릴산메틸(단, 여기서 (메타)아크렬산은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렬산의 의미로 사용되며,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플리(메타)아크렬산에틸 등의 (메타)아크렬산에스톄르의 단독 또는 공중합체, 폴리에틸롄
탤례프탈레이트, 폴리부틸롄탤레프탈레이트 등의 폴리에스데르,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스틸롄, 폴리메틸펜
톈 등의 열가소성 수지, 혹은 자의선 또는 전자선에 의해 가교경화(架橋硬化)시킨 투명한 자의선 또는 전
자선 경화성 수지, 투명한 초자류(硝子類), 투명한 세라믹류 등이 이용된다.

자의선 또는 전자선 경화성 수지로서는, 분자중에 (메다)아크릴로일기,(메타)아크릴로일옥시기 등의 중합
성 뷸포화결합 또는 에폭시기를 갖는 플례폴리머, 올리고머 및/또는 단량체를 적당히 횬합한 조성물을 이
용할 수 있다.

한편, 본 명세서를 통하여 (메타)아크럴로일은 아크릴로일 또는 메타아크릴로일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들 플례폴리머, 을리고머로서는, 우례탄(메타)아크렬레이트, 폴리에스톄르(메타) 아크릴레이트, 에폭시
(메타) 아크릴레이트 등의 아크럴레이트, 불포화플리에스테르 등을 들 수 있다.

또,  단량체의  예로서는,  디펜타엘리스리톨펜다(메타)아크렬레이트, 트리메티롤프로판트리(메타)아크렬레
이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재료내에는, 통상의 광확산판(미국특허 제4729067호 등)과는 달리, 광확산제입자를 전혀 함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기 투광성 기재는, 에지라이트형 면광원용의 광확산시트(8)인 경우에는 통상 5ㅝ00/m1 정도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또, 직하형 면광원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광확산시트(8) 자체가 자신의 무게나 의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1ㅓOmm 겅도의 두께로 한다.

더욱이, 광확산시트(8)를 제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단충구성의 것으로 해도 좋고, 제1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2층구성 혹은 3층 이상의 다층구성의 것으로 해도 좋다.

상기 광확산시트(8) 표면의 높이가 광확산의 파장 이상,100μm 이하의 미소凹凸로 형성된 돌기(41)는, 투
광성 기재의 표면에 열프레스에 의한 엠보스가공, 샌드블래스트가공 등으로 직접 형성하는 것, 또는 주형
법 등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밖에 투광성 기재의 평단한 표면에 돌기(41)를 갖는 투광성재료총
을 형성하는 것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국 특개펑 5-169015호, 미국특허 제4576850호 
등에 개시되어 있는 롤금형과 상기 자의선 또는 전자선 경화성 수지를 사용하여 투광성의 기재필름(12)의 
표면에 돌기(41)를 성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광확산시트(8)에 형성된 돌기(41)는, 투과광을 등방확산시키는 것에 더하여, 제3도와 같이 도광판(1)의 
표면의 펑활평면(10)과 광확산시트(8)와의 사이및/또는 롄즈시트(4)의 이면의 평활평면(7)과 광확산시트
(8)와의 사이에 광원광의 파장 이상의 간극(9;치수 △X)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형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간극(△X)이 광원광의 파장 미만과 도광판(1)의 평활평면(10)에서의 광전반사가 총
분히 일어나지 않게 되고, 돌기(41)에 의한 凹凸의 높이가 100μm 초과하는 경우에는 돌기(41)의 凹凸형
상이 두드러지게 되어 부적당하다.

상기 목적이 달성되면, 돌기(41)는 어떠한 凹凸형상이라도 좋지만, 소망하는 확산각내에서의 균일한 휘도
의 각도분포와 광원면내에서의 균일한 휘도분포를 얻는 점으로부터 가창 바람직한 태양은 광확산시트(8)
의 표면에 랜덤하고미소한 凹凸형상[예컨대, 사목(砂目)모양, 이지(梨地:바닥이 배의 껍질처럼오톨도톨하
게 짠 피륙)모양 뒤을 전면에 형성한 것이고, 게다가 그 미소凹凸이 광원광의 파장 이상,100삐 이하의 표
면거칠기이다. 대표직으로는, 제31도와 같이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누적돗수분포의 백분율을 종축에, 그 
미소凹凸의 높이를 횡축에 취하고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누적돗수분포곡선을 그린 경우에, 그 누적돗수분
포곡선이 좌표의 아래쪽으로 향하여 凸의 부분을 포함하는 곡선으로 되고, 또한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평
균치가 그 중간치보다도 크게 되도록 형성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광확산시트(8)의 이면으로부터 입사한 광(L1,L2S) 등은 그 돌
기군(41)이 광확산층으로서도 작용하여 광을 등방적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입사광은 균일한 각도분포를 
갖게 되고, 또 그물망졈형상의 패턴이 두드러지는 일도 없이 고품위로 고휘도의 면광원이 얻어진다. 

또, 그 돌기군(41)의 형상은 제22도, 제2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혹은 제18도, 제19도에 모식적으로 나
타낸 바와 같이, 凹부가 골짜기 바닥으로 감에 따라 좁아지는 형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그 돌기군(41)의 단면이 정현곡선, 사이클로이드(cyc1o1d)곡선 등의 주기진폭을 각 주기마다 랜덤변화시
긴 곡선, 혹은 샌드블래스트, 밀(mi1)조각 등에 의해 랜덤하고 또한 골짜기 바닥이 좁게 된 
단면곡선이고, 그 깊이와 인접 凸부 사이의 거리가 광원광의 파장 이상,100삐 이하이고 또한 상기 누적돗
수분포조건을 만족하도록 미소凹凸을 부형(賦型)한다. 이와 같은 형상이, 투과광의 각도분포의 군일정,투
과율의 높이, 후술하는 바와 같은 도광판 표면과 광확산시트와의 제면에서의적당한 전반사성의 점에서 양
호하다.

더욱이, 이와 같은 형상은 상술한 특개명 5-169015호 공보 기재의 방법과 같이 금형에 주형하고 경화한 
후에 이형(離型)하는 제조방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뷸가결한 것으로 된다. 즉, 凹부가 가운데가 넓어지
는 형상 이면 금형으로부터의 이형이 뷸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다.

광확산시트(8)를 형성하는 방법으로서는, 예컨대 공지의 주형법, 열프레스법(일본국 특개펑 56-157310호 
공보 기재), 자의선 경화성의 열가소성 수지필름에 롤엠보스판에 의해 엠보스가공한 후에, 자의선을 조사
하여 그 필름을 경화시키는 방법(일본국 특개평 61-156273호 공보 기재), 롄즈형상을 조각한 롤금형상에 
자외선 또는 전자선 경화성 수지를 도포하여 凹부에 충전한 후, 그수지를 매개한 상태에서 롤금형상에 투
명기재필름을 피복하여 필름의 배면으로 부터 자외선을 조사하던가, 투명기개필름에 부형전사후에 자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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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조사하여 수지를 경화시키고, 경화시킨 수지와 그것이 접착한 기재필름을 롤금형으로 부터 이형하여 
롤금형의 롄즈형상을 경화수지층에 부형하는 방법(일본국 특개평 5-169015흐, 미국특허 제4576850호 등) 
등을 이용할 수 있다.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롄즈시트(4)는,  예컨대 제4도와 같이 프리즘체의 단위롄즈
(42)를 그 능선방향을 평행으로 하여 인접하게 배열시켜서 된 1차원 롄즈배열시트(광의의 볼록롄즈), 또
는 제5도와 같이 반구면 등 주위가 독립한 돌기형상의 단위롄즈(42)를 다수 2차원 방향으로 배열하여 된 
2차원 롄즈배열시트, 소위 파리눈모양의 롄즈가 사용된다.

여기서, 단위롄즈(42)의 단변형상으로서는 원, 타원, 카지오이드, 란킨의 계란모양, 사이클로이드 또는 
소용돌이곡선 등의 연속적이고 매끈매끈한 곡선, 혹은 삼각형, 사각형 또는 6각형 등의 다각형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이용한다.

이들 단위롄즈는 제6도와 같은 凸롄즈 또는 제7도와 같은 凹롄즈라도 좋다. 이들중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설계, 제조의 용이, 집광, 광의 확산특성(반치각(半値角), 사이드로브광(경사진 방향으로 나오는 휘도의 
피크)이 작고, 반치각내 휘도의 등방성, 법선방향의 휘도) 등의 점에서 원주 또는 타원주이다.

특히, 면광원의 법선방향이 장축으로 된 타원주가, 휘도가 높아 바람직하다.

이들 롄즈시트는 1매 구성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둥형상롄즈를 이용하여 2방향(상하방향, 좌
우방향)의 광확산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8도와 같이 2매의 롄즈시트를 그 능선이 직교하도록 적층해도 
좋다. 이 경우, 롄즈면의 방향은 제8도와 같이 2매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한 것이 광투과성이 높아 가장 
양호하지만, 물론 각 롄즈시트의 롄즈가 서로 마주보도록(롄즈면이 2매의 롄즈시트의 사이에 끼워지도록) 
해도 좋다.

그 톈즈시트(4)는 투광성 기재로 형성된다. 여기서, 투광성 기재로서는 상술한 광확산시트(8)와 동일한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통상은, 아크렬 또는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열가소성 수지와 자의선 또는 전자선 
경화성의 (메다)아크릴레이트수지 등이 이용된다.

상기 투광성 기재는, 롄즈시트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20ㅓ000삐성도의 두꼐로 한다.

투광성 기재에 요구되는 투광성은 높을수록 좋고, 무색투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롄즈시트로서 이용하는 
경우는 용도에 따라서는 착색투명, 염소투명 또는 염소반투명이라도 좋다.

여기서, 염소투명이란 투과광을 반입체각내의 모든 방향에 거의 균일등방적으로 확산투과시키는 성질을 
말하고, 광등방확산성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결국, 염소투명이란 투명성 기재의 표면의 법선방향과의 이루는 각도를 O로 한 경우에, 평행광속을 이면
으로부터 입사시킨 경우(입사각 i=0o)에 있어서의 투과광강도의 각도분포 I0(0)가 다음식으로 표현되는 
cos분포, IO(O)=I ompC0SO,-90 o ≤O三⊆90 o (여기서,0는 법선(N)과의 이루는 각,I omp는 법선방향의 투
과광강도)또는 그것과 유사한 분포로 되는 것을 말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도광판, 즉 도광체로서는, 투명재료의 평판 혹은 직방체공동을 갖는 투명개료의 평
판의 어느것도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도광체내부에서의 전반사를 이용하여 광원광을 도광체 전체에 골고
루 분포시키기 위해서도, 또 도광체시트(8)를 지지하는 강도를 내기 위해서도, 투명재료의 평판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이유로부터, 본 발명에서는 투명재료의 펑판으로 작성한 도광판(1)(제1도)을 사용한다. 그 도광판
(1)의 광산란반사층의 반사면(10)은 평면이고,표면거칠기를 광원광의 파장 이하로 마무리한다. 본 명세서
에서 말하는 표면거칠기는 돌기군(凹凸)을 평균적으로 평균한 값이 아니라 돌기군의 산정부와 골짜기 바
닥부와의 차의 평균치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예컨대 JIS-B-0601혹은 ISO그격의 10점 평균거칠기(Rz) 
등으로 계측된다. 통상, 광원으로부터의 광은 가시광선이고, 그 파장은 0.4ㅔ.8삐이므로, 표면거칠기는 
0.4삐 이하로한다. 또, 인접 凸부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도,ISO규격의 凹凸평균간격(Sm)등의 명균치로 평
가한다.

이 정도의 거칠기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서는 공지의 수법, 예컨대 경면판에서의 열프레스, 경면성의 형
(形)을 이용한 사출형성, 주형(캐스텅)성형, 광학롄즈 등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정밀연마 등을 이용하면 
좋다.

도광판(1)의 재료로서는 상기 롄즈시트의 개료와 동일한 투광성 재료중에서 선택한다. 통상, 두꼐 1ㅓOmm
정도의 아크릴수지판 또는 폴리카보네이트수지판 등이 이용된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광원(3)으로서는 형광등 등의 선광원이 전면균일의 휘도를 얻는데 바람직하지만, 
백열전구 등의 점광원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광원(3)은 제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광판(1)의 
측단부의 바깥에 격리하여 설치하는 의에, 도광판(1)의 측단부에 관퉁구명을 설치하거나, 또는 측단부의 
일부에 절결(切欠)을 설치하여 광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도광판속에 매설하는 것 등도 가능하다.

휘도의 향상과 휘도의 면내 분포의 균일성 개선의 점으로부터, 또 하나의 광원(3')(도시하지 않음)을 도
광판(1)의 대향하는 다른 측단부에 증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 광원의 갯수는 제1도와 같이 1개라도, 
혹은 제2도와 같이 2개 이상이라도 좋다. 물론, 제1도와 같이 에지라이트형 면광원에서 2곳 이상의 측단
면에 광원을 배치해도 좋다.

반사경(5)으로서는 공지의 것, 예컨대 방물면주(放物面柱)와 쌍곡선주 및 타원주 등의 형상의 부재, 판 
등의 움푹패인 내면에 증착 또는 도금 등에 의해 금속박막을 설치한 것이 이용된다.

도광판(1)의 평활평면(10)상에는 상기 광확산시트(8)를 적층하고, 더욱이 그 광확산시트(8)의 위에는 롄
즈시트(4)를 적층한다. 그 때, 제3도와 같이 롄즈시트(4)의 롄즈면을 의측(평면(10)의 반대면)에 롄즈시
트(4)의 평활면(7)을 광확산시트(8)의 돌기군(41)측을 향하도록 하여 위치시킴으로써, 롄즈시트(4)의 평
활면(7)과 광확산시트(8) 및/또는 도광판(1)의 평활면(10)과 광확산시트(8)의 돌기군(41)의 사이에 광원
광의 파장(λ) 이상의 공극(9)이 적어도 일부분은 나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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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부분(9)의 면적비율(K), 즉 K=(파장(λ) 이상의 공극의 어느 부분의 면적/도광판 전 표면적) ×100%
는 요구되는 휘도의 면내분포의 균일성, 광에너지의 이용효율, 도광판의 치수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통상
은 비율(K)은 80% 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90% 이상이 필요하게 된다.

이 이유로서는, 실험의 결과 제16도와 같은, 또 표면거칠기가 광의 파장이하의 평활한 도광판 표면(10)과 
롄즈시트의 표면(7)을 밀착시킨 경우, 광원측의 측단부로부터의 거리(y)보다 먼 부분에서는 선광원(3)으
로부터의 입력광의 대부분이 젼혀 반사하지 않고 대향하는 다른 측단부측에 방출되어 y보다 먼부분에서 
휘도가 급격히 저하하여 어두워짐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측의 결과 상기 발광부분의 길이(y)와 도광판(1)의 광전파방향의 전장(全長:Y)(제15도)에 대한 
비율, 즉 (y/Y) ×100(%)가 10ㅝ0% 정도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래서, 광원(3)으로부터 도광판평면(10)에 입사하는 광에너지량을 전장(Y)에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는, 평면(10)으로의 입사광중 10ㅝ0%는 투과시켜도 할 수 없지만, 나머지 90^'80%를 전반사시킬 필요가 
생겼다.

대체로,

(전반사광량/총입사광량) × 100(%)

(파장(㈁ 이상의 공극의 어느 부분의 면적/도광판 전 표면적) ×100(%)=K

로 근사되기 때문에, K를 80^'90%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어 전항의 결론이 도출되었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광반사총(2)은 광을 확산반사시키는 성능을 갖촌 충으로, 이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① 도광판층의 한쪽면에 고은폐성 이면서 벅색도가 높은 안료, 예컨대 이산화티탄, 알루미늄 등의 분말을 
분산시킨 벅색층을 도장 등에 의해 형성한다.

② 샌드블래스트가공, 엠보스가공 등에 의해 염소 미세凹凸을 형성한 도광판의 凹凸모양면에, 더욱이 증
착 또는 도금 등을 실시하여 알루미늄, 크롬, 은 등의 금속박막층을 형성한다.

③ 매트면에 도장 등으로 형성한 은폐성이 낮은 백색층에 증착 등에 의해 금속박막층을 형성한다.

④ 그물망점형상의 백색층을 형성하고, 광원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백색부분의 면적율을 
증가시킴으로써, 광원(3)으로부터의 광량의 감쇠를 보정하도록 해도 좋다.

이상, 주로 에지라이트형 면광원의 경우에 대해 설명했지만, 본 발명의 광확산시트 및 롄즈시트의 조합은 
제2도와 같은 직하형 면광원에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 본 발명의 광확산시트(8)를 필요에 따라 
2매 이상 적층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 더욱이, 요구되는 광확산각(반치각 등)이 비교적 넓어 져도 좋은 
경우는, 본원 발명의 광확산시트(8)를 1매만 또는 복수매 적층시킨 것만으로 면광원을 구성해도 좋다.

제1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에지라이트방식의 면광원의 작용기구는, 광원(3)으로부터 도광판(1)에 입사
하여 도광판의 펑활평면(10)에 직접 입사하는 광선중 광윈근방에 입사하는 L1은 입사각(면(10)의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작아 임제각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입사광량의 몇 할인가가 투과광(L1T)으로 되어 방출된
다. 이에 따라, 광윈근방의 방출광이 형성된다. 한편, 광원(3)으로부터 비교적 떨어진 곳에 직접 입사하
는 광선(L2)은 입사각이 커서 임계각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밖으로는 방출되지 않고 전반사광(L2R)으로 
되어 더 먼쪽으로 보내지고, 도광판 이면의 광확산반사층(2)에서 확산(란)반사광(L2S)으로 되어 사방꽐방
으로 진행한다. 이들중 몇 할인가는 임계각 미만으로 면(10)으로 입사하고, 그중 다른 몇할인가가 방출광
으로 된다.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광원(3)으로부터 떨어진 부분에서의 방출광이 형성된다.

여기서, 도광판(1)의 평활평면(10)의 위에 비롄즈면이 평활펑면으로 되어있는 롄즈시트(4)의 펑활면(7)이 
면(10)에 접하는 방향으로 적총된 상태가 제16도에 나타내어져 있다. 통상, 사용되는 투광성 재료의 굴절
율은 모두 1.5전후이고, 상호의 차는 크지 않다. 따라서, 정도의 차는 있지만, 제16도와 같이 롄즈시트
(4)와 도광판(1)과는 광학적으로 거의 일체의 것으로 된다. 그렇게 하면, 롄즈시트(4)의 단위롄즈(42)의 
표면은 명활평면(10)에 대하여 경사를가지므로, 광원 근방에서 도광판으로 입사하는 광선의 대부분, 예컨
대 L1, L2,L3는 임제각 미만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몇 할인가가 그대로 방출되고, 반사한 광도 대부분이 
광원방향으로 돌아가고 먼쪽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물론, 광원으로부터 먼쪽의 롄즈면에 직접 입사하고, 
그곳으로부터 방출광으로 되는 광선, 에컨대 제16도의 L4 등도 존재하지만, 그 양은 제14도의 경우보다 
직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면광원으로부터의 방출광은 광원측 근방, 즉 도광판의 전면적의 10ㅝ0%의 곳에 
대부분이 집중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제1도와 같이 광확산시트(8)의 표면에 돌기군(41)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도광판
(1)의 평활평면(10)과 롄즈시트(4)와의 사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공극(9)을 형성한다.

이 공극부(9)에서는 통상 굴절율 1.5 정도의 도광판(1)과 굴절율 1.너도의 공기층(내지는 진공층)이 평면
을 계면으로 하여 인접하기 때문에, 제14도의 경우와 동일한 광전반사가 일어난다. 그 때문에,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광원(3)  근방의 영역에서는 평면(10)에 임계각 미만으로 입사하여 투과해 가는 광선
(L1T)에 의해 방출광이 얻어지고, 또 광원(3)으로부터 떨어진 영역에서는 그 공극부(9)의 계면에서 전반
사한 후, 이면의 광확산반사층(2)에서 광확산반사한 광선중 임계각 미만의 성분(L2T)에 의해 방출광이 얻
어진다.

물론, L2T중에서도 돌기군(41)과 평면(10)이 접촉하고 있는 영역에 입사한광의 일부분은 전반사하지 않고 
그대로 투과하여 방출광으로 되는 것도 있다.

공극부의  면적비(K)가  80∼90%  이상인  경우,  전면이  거의  균일한  휘도분포로  되는  것은  상술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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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또, 본 발명에서 돌기(41)의 높이(즉 공극부(9))를 광원광의 파장(㈁ 이상으로 합으로써, 변(10)에서의 
전반사가 확실한 것으로 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제9도와 같이 도광판(1)내부로부터 도광판(1)의 평활펑면(1O)으로 입사한 광선(L1)이 전
반사하여 반사광(L1R)으로 되는 경우, 염밀하게말하면 광의 전자장은 공극부(9)의 공기(또는, 진공)중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부 터널효과에 의해 계면(10)을 투과한 전자장(L1)이 존재하고있다. 
단, 이 전자장(L1V)은 지수함수적으로 감쇠하고, 광의 파장성도의 단위로 진폭은 ㄷ로 되어 도광판(1)측
으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공극(9)이 광의 파장에 비해 충분히 큰 거리 이면, 광선(L1)은 공극부(9)로부터 롄즈시트(4)의 
가윤데로 전혀 들어가지 않게 된다.

그런뎨, 제10도와 같이 도광판(1)과 거의 동굴절율의 롄즈시트(4)가 도광판의 면(10)에 대하여 광의 파강
(㈁ 미만의 거리(△X)까지 접근하면(△Xλ), 상기 전자장(L1V)은 완전히 감쇠하지 않고 롄즈시트(4)에 들
어가고, 다시 진행파로 되어 투과광(L1T)이 생겨 버린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광확산시트(8)의  표면에 돌기(41)를  형성하고 있기때문에,  제11도와 같이 도광판
(1)과 광확산시트(8)와의 사이, 및/또는 광확산시트(8)와 롄즈시트(4)와의 사이에는 공극부(9)를 갖는 영
역과 공극부(9)가 없이 광학적으로 양자가 일체화하고 있는(혹은, 공극이 있어도 광의 파장 미만)영역이 
나오고 있다.

이들중, 공극부(9)의 어느 부분에서는 입사광의 전반사가 일어나고, 공극부(9)가 없는 부분에서는 입사광
은 투과한다. 도광판(1) 전면적에 대한 공극부(9)의 어느 부분의 면적의 비로, 면(10)에서 전반사하는 광
량의 비가 결정되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하여, 본 발명에 의하면 광에너지를 효율좋게 이용할 수 있고, 균일하고 높은 휘도의 면광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본 발명의 광확산시트(8)에 대하여, 롤금형의 조건을 변경하여 얻은 각종의 형상의 돌기(41)의 
특성에 대해 실시예1ㅞ으로 설명하고, 더욱이 롄즈시트(4)의 제조실시예와, 그들을 사용한 면광원 및 그 
면광원을 이용한 투과형 표시장치의 실시예 및 비교예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광확산시트(8)의 성형공정)

롤금형으로부터 돌기(41)를 갖춘 광확산시트(8)를 박리이형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이미 설명하였지만, 경
화한 수지층을 설계형상을 유지한 채로 금형으로부터 박리하기 위해서는 금형(M)의 형상은 제18도, 제19
도와 같은 중간 부분이 넓어지거나 언더커트(오버행)가 없는 凹부로 할 밀요가 있고, 제20도에 나타낸 언
더커트(50)가 있는 형상은 이형불가로 된다.

광확산시트(8)를 제조할 때에 광확산시트(8)의 광확산특성과 금형이형적성을 양립시키기 위한 조건으로서
는, 상기 금형 凹부에 중간 부분이 넓어지거나 언더커트가 없는 것에 더하여, 금형의 표면거칠기의 누적
돗수분포상태도 중요하다. 즉, 전기촉침식 또는 광학식 등의 표면거칠기 측정기에 의해 금형(혹은, 부형
된 수지의 돌기부라도 마찬가지이지만, 금형과 부형된 수지의 돌기부에서는 凹凸은 역의 관계로 된다)의 
표면의 골(凹)의 깊이(부형된 수지의 돌기부의 산의 높이)의 통계를 취하고, 제17도와 같이 종축에 표면
거칠기, 즉 금형의 골의 깊이(R)의 누직돗수분포의 백분율을 취하며, 횡축에 이면거칠기, 즉금형의 골의 
깊이(R)를 취하여 하기 식(1)로 표현되는 누적돗수분포함수 f(R)곡선을 그린 경우, R의 최대치(Rmax)가 
동일해도, 제17도의 곡선 fB(R)과 같이 상승이 완만하고, 아래에 凸의 곡선으로 되는 경우는, 그 금형의 
이형성은 양호하고, 본 발명에서는 이와 같은 곡선이 얻어지도록 설계를 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에지라이트형 면광원을 이용한 투과형 표시장치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제2도는 본 발명의 직하(直下)형 면광원을 이용한 투과형 표시장치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에지라이트형 면광원의 일례의 단면설명도로서 광확산시트의 양면에 돌기군을 형성한
경우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4도는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롄즈시트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제5도는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롄즈시트의 다른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제6도는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롄즈시트의 또 다른 예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제7도는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롄즈시트의 다른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제8도는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롄즈시트를 2매 겹친 경우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제9도는 도광판 내부로부터 외부로 향하여 진행하는 광선의 거동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제10도는 도광판으로부터 터널효과에 의해 스며나은 광선이 롄즈시트내에서 다시 진행파로 되는 것을 나
타낸 단면도이다.

제11도는 본 발명의 광확산시트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도광판으로부터 외부로 향하여 진행하는 광선이 
일부 전반사되고, 일부 투과하는 것을 나타낸 단면도이다.

제12도는 본 발명의 광확산시트의 제조방법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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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도는 제12도에 나타낸 제조방법에 의해 작성된 본 발명의 광확산시트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제14도는 종래기술의 에지라이트형 면광원의 단면도로서, 롄즈시트가 없는 경우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15도는 종래기술의 에지라이트형 면광원의 사시도로서, 이면이 평활평면인 롄즈시트를 사용한 경우를 
나타낸 도변이다.

제16도는 제15도의 단면도이다.

제17도는 본 발명에 따른 광확산시트의 돌기를 부형(賦型)하기 위한 성형금형에 있어서, 종축에 표면거칠
기, 즉 금형의 골의 깊이(R)의 누적돗수분포의 백분율을 취하고, 횡축에 표면거칠기, 즉 금형의 골의 깊
이(R)를 취한 경우의 누직돗수분포곡선 f(R)을 나타낸 도면이다.

제18도는 제17도의 누적돗수분포곡선 fA(R)의 특성을 갖는 성형금형의 단면도이다.

제19도는 제17도의 누적돗수분포곡선 fB(R)의 특성을 갖는 성형금형의 단면도이다.

제20도는 성형용 롤금형 凹부면에 크롬매트도금을 실시한 경우에, 금속크롬의 미소단자형상(구형상) 입자
집합체에 의해 형성된 연더커트형상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다.

제21도는 본 발명에 따른 광팍산시트의 돌기의 높이, 즉 광확산시트의 표면거칠기 및 그 분포상태에 관하
여, 종축에 표면거칠기, 즉 산의 높이(R)의 누적돗수분포의 백분율을 취하고, 횡축에 표면거칠기, 즉 산
의 높이(R)를 취한 누적돗수분포곡선 f(R)에 있어서, 그 누적돗수분포곡선이 아래로 凸이고, 펑균치≥중
간치의 관계도 만족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22도는 제21도의 누직돗수분포특성을 갖는 광확산시트의 돌기를 입체시화(立體視化)한 부분확대 측정선
도이다.

제23도는 본 발명에 따른 광확산시트의 돌기의 높이, 즉 광확산시트의 표면거칠기 및 그 분포상태에 관하
여, 종축에 표면거칠기, 즉 산의 높이(R)의 누적돗수분포를 취하고, 횡축에 표면거칠기, 즉 산의 높이
(R)를 취한 누적돗수분포곡선 f(R)에 있어서, 그 누적돗수분포곡선이 아래로 凸이고, 펑균치≥중간치의 
관계를 만족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24도는 제23도의 누적돗수분포특성을 갖는 광확산시트의 돌기를 입체시화한 부분확대 측정선도이다.

제25도는 본 발명에 따른 광확산시트의 돌기의 높이, 즉 광확산시트의 표면거칠기 및 그 분포상태에 관하
여, 종축에 표면거칠기, 즉 산의 높이(R)의 누적돗수분포의 백분율을 취하고, 횡축에 표면거칠기, 즉 산
의 높이(R)를 취한 누적돗수분포곡선 f(R)에 있어서, R의 펑균치가 최대치의 52%이고, 또한 누적돗수분포
곡선이 아래에 凸의 부분과 위에 凸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26도는 제25도의 누직돗수분포특성을 갖는 광확산시트의 돌기를 입체시화한 부분확대 측정선도이다.

제27도는 본 발명에 따른 광확산시트의 돌기의 높이, 즉 광확산시트의 표면거칠기 및 그 분포상태에 관하
여, 종축에 표면거칠기, 즉 산의 높이(R)의 누적돗수분포의 백분율을 취하고, 횡축에 표면거칠기, 즉 산
의 높이(R)를 취한 누적돗수분포곡선 f(R)에 있어서, 그 누적돗수분포곡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28도는 제27도의 누적돗수분포특성을 갖는 직각이등변삼각형 단면의 모서리의 형상을 이룬 광확산시트
의 돌기의 부분확대 사시도이다.

제29도는 본 발명에 따른 광확산시트의 돌기의 높이, 즉 광확산시트의 표면거칠기 및 그 분포상태에 관하
여, 핑축에 표면거칠기, 즉 산의 높이(R)의 누적돗수분포의 백분율을 취하고, 룅축에 표면거칠기, 즉 산
의 높이(R)를 취한 누직돗수분포곡선 f(R)에 있어서, 그 누적돗수분포곡선이 일부 위로 凸, 일부아래로 
凸이고, 또한 펑균치 중간치인 경우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30도는 제29도의 누적돗수분포특성을 갖는 광확산시트의 돌기를 입체시화한 부분확대 측정선도이다.

제31도는 본 발명에 따른 광확산시트의 돌기의 높이, 즉 광확산시트의 표면거칠기 및 그 분포상태에 관하
여, 종축에 표면거칠기, 즉 산의 높이(R)의 누직돗수분포의 백분율을 취하고, 횡축에 표면거칠기, 즉 산
의 높이(R)를 취한 누적돗수분포곡선 f(R)에 있어서, 그 누적돗수분포곡선이 전역에 걸쳐 아래로 凸의 곡
선으로 되는 경우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 32 도는 제31도의 누적돗수분포특성을 갖는 광확산시트의 돌기를 입체시화한 부분확대 측정선도이다.

제 33 도는 본 발명의 면광원(실시예9, 비교예1)의 방출광 휘도의 각도분포도이다.

제 34 도는 본 발명의 면광원(실시예8)의 방출광 휘도의 각도분포도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방출면으로 되는 측단면의 적어도 한면에 인겁하여 면의 광반사층 및, 도광체의 상기 면광원으로,

표면과 이면을 갖춘 도광체와, 그 도광체의 설치된 선광원 광방출면상에 또는 점광원, 상기 도광체 이 적
층된 광확산시트로 이루어진 상기 광확산시트는 광확산제 입자를 함유하고, 그 표면에 랜덤한 미소凹凸을 
100삐 이하의 표면거칠기이고, 그 갖추며, 그 미지 않은 투명기재로 이루어지 소凹凸이 광원광의 파장 이
상,

미소凹凸의 높이의 누직돗수분포의 백분율을 종축에, 그 미소凹凸의 높이를 욍축에 취하고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누적돗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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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곡선을 그런 경우에, 그 누적돗수분포곡선이 좌표의 아랫쪽으로 향하여 凸의 부분을 포함하는 곡선으
로 되고, 또한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펑균치가 그 중간치보다도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광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도광체ㄱ체 표면이 광원광의 파장 이하의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광원.

광투과성 펑판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도광 표면거칠기를 갖는 펑활평면으로 되어 있는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확산시트상에, 단위롄즈를 평면상에 1차원방향 또는 2차원방향으로 배열하여 이
루어진 롄즈배열시트 또는 돌기롄즈 배열시트를 적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광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확산시트상에 상기 광확산시트와 동일한 물성치를 갖는 다른 광확산시트를 직층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광원.

청구항 5 

1개 이상의 광원과, 그 광원의 이면 및 측면을 덮은 광원의 전면에 창이 개구되고, 광원측 내면이 광반사
면으로 되어 있는 램프하우스 및, 

상기 창부를 피복하는 광확산시트로 이루어진 면광원으로,

상기 광확산시트는 광확산제 입자를 함유하지 않은 투명기개로 이루어지고, 그 표면에 랜덤한 미소凹凸을 
갖추며, 그 미소凹凸이 광원광의 파장 이상, 100삐 이하의 표면거칠기이고,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누적돗
수분포의 백분율을 종축에, 그 미소凹凸의 높이를 횡축에 취하고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누적돗수 분포곡
선을 그린 경우에, 그 누적돗수분포곡선이 좌표의 아랫쪽으로 향하여 凸의 부분을 포함하는 곡선으로 되
고, 또한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평균치가 그 중간치보다도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광원.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광확산시트상에, 단위롄즈를 평면상에 1차원 또는 2차원방향으로 배열하여 이루어
진 롄즈배열시트 또는 돌기롄즈 배열시트를 직층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광원.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광확산시트상에 상기 광확산시트와 동일한 물성치를 갖는 다른 광확산시트를 적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광원.

청구항 8 

광팍산제 입자를 함유하지 않은 투명기개로 이루어지고, 그 표면에 표면거칠기가 광원광의 파장 이상,100
삐  이하의  랜덤한  미소凹凸을  갖추어  이루어지며,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누적돗수분포의  백분율을 
종축에, 그 미소凹凸의 높이를 훵측에 취하고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누적돗수분포곡선을 그-린 경우에, 
그 누적돗수분포곡선이 좌표의 아랫쪽으로 향하여 凸의 부분을 움푹 들어가게 한 곡선으로 되고, 또한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평균치가 그 중간치보다도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확산시트.

청구항 9 

광확산제입자를 함유하지 않은 투명기재로 이루어지고, 그 표면에 표면거칠기가 광원광의 파장 이상,100
삐  이하의  랜덤한  미소凹凸을  갖추어  이루어지며,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누적돗수분포의  벅분율을 
종축에, 그 미소凹凸의 높이를 횡축에 취하고 그 미소凹凸의 높이의 누적돗수분포곡선을 그린 경우에, 이 
누적돗수분포가 좌표의 아랫쪽으로 향하여 凸의 부분을 포함하는 곡선으로 되고, 또한 그 미소凹凸의 높
이의 평균치가 그 중간치 보다도 큰 것을 특깅으로 하는 광확산시트와, 그것에 중함시킨 롄즈시트로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확산시트 적층체.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롄즈배열시트가 1차원 또는 2차원 돌기롄즈 배열을 갗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확
산시트 적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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