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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광의 이용 효율이 매우 높고, 면내 휘도 분포가 균일한 다양한 형태의 도광체 및 이 도광체를 이용한 액정 표시 장치

용의 면상 광원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사광인 자연 편광의 입사면인 제1 면과, 자연편광이 변조된 

특정 편광의 출사면인 상기 제1 면과 다른 제2 면을 갖는 도광체에 있어서, 굴절율이 다른 2종류의 재료의 계면이 입

사광의 주된 진행 방향에 대해 브루스터 조건을 만족시키는 각도(θ B )±α o 로 배치되어 있고, 또 이 계면의 방향

이 하나의 도광체 중에 적어도 2개 이상 존재하고, 상술한 굴절율이 다른 2종류의 재료의 굴절율의 차가 0.001∼1.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체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 통상은 θ B 는 45 o 이고, 위에 凸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제

1 표면에 복수 구비하는 제1 굴절율을 갖는 제1 투명 부재와, 아래에 凸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제2 표면에 복수 구

비하는 제2 굴절율을 갖는 제2 투명 부재를 포함하고, 제1 표면과 제2 표면은 서로 접촉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형광등 등의 광과 같은 무편광(자연편광)의 광을 광원으로 하여 소정의 면적을 갖는 면으로부터 균일하게 

발광하는 면상 광원 장치(plane light source device) 및 이것에 사용하는 도광체(optical guide)에 관한 것이다. 본원

발명에 관한 면상 광원 장치 및 도광체는 전형적으로는 액정 표시 장치의 백라이트 모듈(back light module) 내에 조

립(incorporated)된다.

배경기술

종래, 면상 광원 장치의 출사광(emitting light)은 광 확산 시트나 프리즘 시트 등에 의해 확산, 집광되기 때문에 화면

을 보는 사람에게 매우 밝고 보기 쉽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백라이트의 출사광 중의 100%가 화면을 보는 사람에 대해 출사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편광판은 직

교하는 P파, S파의 한쪽만을 투과, 다른 한쪽을 흡수하기 때문에, 약 50%의 광을 손실하게 된다. 그래서 편광판에서

의 손실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편광 분리 수단과 위상 변환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행해지고 있다.

편광 분리 수단과 위상 변환 수단을 이용하면, 편광판에 입사하는 광을 미리 편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편광판을 통

과할수 있는 광으로 편광시킴으로써 광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특개평 7-64085호 공보에서는 단면이 삼각 형상 내지 W 형상인 요철(凹凸)면(어레이 형상 부분)을 갖는 

프리즘 어레이를 설치하고, 그 요철면에 유전체 간섭막을 일층 이상 적층하여 편광 분리기를 형성해서, 이것을 도광

체의 광출사면측에 구비한 면상 광원 장치가 제안되어 있다. 이것에 의하면, 도광체로부터 출사된 광은 프리즘 어레

이와 유전체 간섭막과의 계면(界面), 또는 유전체 간섭막과 그 위에 적층된 다른 유전체 간섭막과의 계면에서 S파와 

P파로 분리되어, 그 중의 한쪽의 편광(P파)은 편광 분리기를 통과하고, 다른쪽의 편광(S파)은 전반사를 반복하여 도

광체측에 되돌아가게 하며, 또한 그 되돌아간 광이 다시 광확산 시트나 도광체의 도트 인쇄부(광확산재료)에 맞닿아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편광이 무편광으로 되어 재이용되게 된다. 따라서, S파, P파의 분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한쪽

의 편광이 많이 출사되도록 고안되어 있기 때문에 편광판을 투과하는 광의 양을 많게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도광체로부터 나온 광이 프리즘 어레이에 대해 수직으로 입사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지만, 도광체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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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 어레이와의 사이에 배치된 확산 시트를 통과하면 이 조건을 구비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광의 이용 효율이 충

분하지 않다.

또한, 예를 들면 특개평 6-27420호 공보에는 입사광을 편광 빔 스플리터로 S파와 P파로 분리하고, 이들 중의 S파를 

1/2 파장판(波長板)에 통과하여 P파로 변환 한 후, 콘덴서 렌즈로 원래의 P파와 합성한 다음에 오목 면경(凹面鏡)에 

의해 액정 셀에 입사시키도록 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이것에 의하면, 입사광에 포함되어 있던 S파가 P파로 변환되

어 원래의 P파와 합성된 다음에 액정 셀에 입사되므로, 유효하게 이용되는 편광(이 경우는 P파)의 비율을 높일 수 있

다.

이 기술에서는 S파와 P파를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점, 및 S파를 P파로 변환하여 원래의 P파와 합성하는 점에 대해

서는 문제없지만, 오목 면경과 콘덴서 렌즈와의 사이, 및 오목 면경과 액정 셀과의 사이에 각각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빔 스플리터나 콘덴서 렌즈 등의 고가인 광학 부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액정 표시 장치의 백라

이트에 이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또한, 이들의 선행 기술에는 무편광이 S파와 P파로 분리된 후에 매질을 통과할 때, 애써 분리한 직선 편광인 S파와 P

파가 매질 중의 위상차에 의해 타원 편광이나 원편광으로 되어 버린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원 발명자들의 일부는 특원평 7-155735호에 있어서, 종래와 다른 아주 신규한 도광

체 및 이것을 이용한 면상 광원 장치를 개시했다. 본원 발명은 이 출원에 개시된 발상을 더욱 개선한 것이다.

본원 발명의 목적은 광의 이용 효율이 매우 높은 도광체를 제공하는 것, 및 이 도광체를 이용한 면상 광원 장치를 제

공하는 것이다.

본원 발명의 제2 목적은 제1 목적에 합치하는 도광체의 원리와 동일한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광체를 제공

하는 것이다.

본원 발명의 제3 목적은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의존하여 면내 휘도 분포의 오차가 적은, 보다 균일한 출사 강도를 

갖는 면상 광원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원 발명의 제4 목적은 보다 이상적인 각도로 광원으로부터 도광체에 대해 광을 입사시킬 수 있는 면상 광원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원 발명의 제5 목적은 제1 내지 제4 목적을 실현하는 도광체, 또는 면상 광원 장치를 이용하여 고휘도이고, 화질감

이 우수한 액정 표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개시>
본원 발명의 상술한 과제는 입사광인 자연 편광의 입사면인 제1 면과, 자연편광이 변조된 특정 편광의 출사면인 상기

제1 면과 다른 제2 면을 갖는 도광체에 있어서, 굴절율이 다른 2종류의 재료의 계면이 입사광의 주된 진행 방향에 대

해 브루스터(Brewster) 조건을 만족시키는 각도(θ B )±10 o 로 배치되어 있고, 또 이 계면의 방향이 하나의 도광체

중에 적어도 2개 이상 존재하고, 상술한 굴절율이 다른 2종류의 재료의 굴절율의 차가 0.001∼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체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 통상은 입사광은 입사면에 대해 수직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θ B 는 대략 45 o

이지만, 이것은 입사광의 입사 각도에 의존하는 설계 사항이다. 전형적으로는, 본 발명에 관한 도광체는 위에 凸의 凹

凸 형상을 제1 표면에 복수 구비하는 제1 굴절율을 갖는 제1 투명 부재와, 아래에 凸의 凹凸 형상을 제2 표면에 복수 

구비하는 제2 굴절율을 갖는 제2 투명 부재를 포함하고, 제1 표면과 제2 표면은 서로 접촉하여 계면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도광체를 이용하여 면상 광원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면상 광원 장치는 전형적으로는 자연광을 발하는 광원

과, 이 광원에 인접하는 제1 면을 광입사면으로서 갖고있고 광원으로부터의 광의 특정 편광만을 제1 면과 수직인 제2

면의 법선 방향으로 출사하는 상술한 본원 발명에 관한 도광체와, 도광체의 제1 면에 대향하는 제3 면에 인접하여 설

치된 제1 광반사 기구와, 도광체와 제1 반사 기구에 개재(untermediate)하여 도광체를 통과한 광의 위상을 90 o 변

경하는 편광 변환 기구와, 도광체의 상기 제2 면에 대향하는 제4 면에 인접하여 설치된 제2 광반사 기구로 이루어진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원 발명에 관한 제1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2는 입사면으로부터의 거리와 휘도와의 상관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원 발명에 관한 제3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4는 본원 발명에 관한 제6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5는 삼각주(三角柱)의 수와 휘도와의 상관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원 발명에 관한 제7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7은 본원 발명에 관한 제12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8은 본원 발명에 관한 제14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9는 본원 발명에 관한 제15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10은 본원 발명에 관한 제16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11은 본원 발명에 관한 제17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12는 본원 발명에 관한 제19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13은 본원 발명에 관한 제20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14는 본원 발명에 관한 제21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15는 본원 발명에 관한 제22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16은 본원 발명에 관한 제23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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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본원 발명에 관한 제24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18은 본원 발명에 관한 제25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19는 본원 발명에 관한 제26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20은 본원 발명의 원리에 관한 도면이다.

도 21은 입사각의 변동폭이 ±80 o 일 때의 출사각의 변화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2는 입사각의 변동폭이 ±20 o 일 때의 출사각의 변화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3은 본원 발명의 원리에 관한 도면이다.

도 24는 본원 발명에 관한 제4 실시예에 관한 모식도이다.

도 25는 본원 발명에 관한 면상 광원 장치를 액정 표시 장치에 응용한 모식도이다.

실시예

본원 발명에 관한 면상 광원 장치는 (a)광원(집광 수단을 포함함)과 (b)편광 분리 수단과 (c)편광 변환 수단을 필요로 

한다. 본원 발명에 관한 도광체는 이 면상 광원 장치에 사용되어, (b)편광 분리 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다.

도 1의 (A)에 본원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면상 광원 장치(1)의 모식도(실시예 1)를 도시한다. 이 도면에 있어서, (a)광

원은 일반적으로는 형광관(5)을 이용한다. 형광관(5)은 (b)편광 분리 수단인 도광체(4)의 입사면(4b)에 대해 광을 입

사하는 작용을 갖는다.

형광관(5)을 사이에 둔 도광체(4)의 반대측에는 럼프 리플렉터(lump reflector)(6)가 배치된다. 럼프 리플렉터(6)는 

형광관(5)으로부터의 광이 도광체(4)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산(scattering)하는 것을 방지한다.

본원 발명에 관한 도광체(4)는 (b)편광 분리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이 편광 분리 작용은 브루스터 각의 원리를 이용함

으로써 실현한다. 여기에서, 브루스터 각이란, 다른 굴절율을 갖는 2개의 매질의 계면(이하, 매질 계면이라고 함)에 일

정 각도를 갖는 입사광이 입사한 경우에 P파의 강도 반사율이 0이 될 때의 매질 계면의 법선과 광의 입사 방향이 이루

는 각도를 말한다.

이하, 브루스터 각(θ B )을 도출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서술한다. 이와 같은 계면에 광이 입사된 때에 P파, S파 각각

의 반사는 이하의 수학식 1로 주어진다.

수학식 1

여기에서, R p , R s 는 각각 P파, S파의 강도 반사율이고, n 0 , n 1 은 각각 입사측, 출사측의 굴절율이며, θ 0 , θ 

1 은 각각 입사각, 출사각을 나타내고 있다.

R p 에 대한 수학식 1로부터 R p =0, 즉 P파의 출사가 0이 되는 입사각 θ B 의 존재가 예상된다. 즉, 수학식 1의 분

자=0으로 두고,

수학식 2

한편, 스넬의 법칙에 따르면, n 1 sinθ 1 =n 2 sinθ 0 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개하면 브루스터 각 θ B 는

수학식 3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에 따르면, 예를 들면 n 1 은 거의 n 0 과 동일하게 될 때는 θ B 는 45 o 로 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

질 계면의 각도를 입사방향에 대해 45 o 로 설정하고, 2개의 매질의 굴절율을 가깝게 하면 이상적으로는 S파 중의 일

부만이 입사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반사되고, 나머지 S파와 모든 P파가 매질 계면을 투과하게 된다. 이 원리를 도 2

0을 이용하여 아래에 상세하게 서술한다. 광원으로부터 발사된 광은 자연편광이고, 특정 편광을 갖지 않는다. 자연 편



등록특허  10-0407101

- 5 -

광은 도광체의 입사면으로부터 거의 수직으로 입사하고, 굴절율 n 0 을 갖고 있는 매질(이하, 매질 A라 함) 및 굴절율

n 1 을 갖고 있는 매질(이하, 매질 B라 함)이 형성하는 계면에 입사된다. 이때, 매질 계면에서 반사되는 광은 수% 정

도이지만, 매질 계면에 입사했을 때의 각도가 브루스터 각이면, 상술한 브루스터 법칙에 따라 매질 계면으로부터는 S

파가 입사 방향과 수직인 방향(도광체의 상면 방향)으로 반사된다. 한편, 매질 계면을 통과한 광은 반사광의 광량분을

뺀 나머지 S파와 P파의 양쪽을 포함하는 자연편광이다. 이 광은 진행 방향의 전방에 위치하는 다음의 매질 계면을 통

과한다. 다음의 매질 계면에서는 다시 S파만이 수% 분리되고, 도광체 상면 방향으로 반사된다. 그리고, 다음의 매질 

계면으로 더 진행한다. 이와 같이, 입사면으로부터 입사한 자연광은 매질 계면을 통과할 때마다 서서히 S파 성분을 감

소시키고, 도광체 입사면과 반대측의 단면으로 향한다. 반대측의 단면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는 P파만이 도달한다. 

이와 같이 하여, 본원 발명에 관한 도광체에 있어서는 입사광인 자연 편광이 완전히 S파와 P파로 분리된다. 이것을 도

광체의 편광 분리 기능이라 한다.

본원 발명에 관한 도광체는 되도록이면 순수하게 S파만을 반사할 것, 광원으 로부터의 거리에 의존하지 않고 균일한 

면내 강도 분포를 달성할 수 있을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 도광체를 구성하고 있는 투명 수

지 시트의 요철면에 있어서의 각 凸부는 삼각주(triangular column) 형상으로 하거나, 또는 삼각주의 각 정부(頂部)를

알(R) 모양으로 한 형상으로 한다. 전자의 경우는 요철면의 표면측의 단면 형상은 전체로서 삼각파 모양 또는 W 모양

으로 되고, 후자의 경우는 거의 사인 커브 모양으로 된다. 각 凸부의 형상으로서 삼각주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단면

삼각형의 경사면 각도는 30 o ∼60 o 로 한다. 그 이유는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광은 어느 정도의 퍼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브루스터 각이 되는 각도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단, 광원으로부터의 광(리플렉터에 의해 반사된 

후의 광을 포함함, 이하 동일)이 가장 많이 도광체에 입사하는 각도는 입사면(광원이 배치되어 있는 측의 측단면)에 

수직인 방향이고, 또한 도광체로부터는 그 광출사면측에 구비되는 액정 표시 장치로 향하여 광을 출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광체를 구성하는 2종류의 매질, 즉 투명 수지 시트와 이것에 적층되는 투명 수지와의 계면에 있어서의 적층

각도는 약 45 o 로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브루스터 각이 45 o 로 되는 2종류의 매질의 굴절율차(△n)는

0이지만, 그 경우는 계면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반사 자체가 생기지 않게 되어 버린다. 그래서, △n>0.001이 

되는 굴절율을 갖는 매질 A, B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n<1.0인 것이 제조 기술상 및 현실성의 관점으

로부터 요구된다. 이상으로부터 적합한 △n은 0.001<n<1.0,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1<n<0.2라고 생각할 수 있 다.

도광체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 도 1의 (B)에 도시한 도광체(4)이다(실시예 1). 3변이 1mm, 1mm, √

2mm이고 정각(頂角)이 90 o 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단면 형상을 갖는 삼각주(2a)를 편면(one surface)에 다수 병

설하여 이루어지는 시트 형상물(2)을 투명한 아크릴 수지(굴절율 n=1.49)로 형성함과 동시에, 그 삼각주(2a)와 거의 

동일 형상인 삼각주(3a)를 편면에 다수 병설하여 이루어지는 다른 시트 형상물(3)을 투명한 광경화성 수지(굴절율 n=

1.53)로 형성하고, 그 아크릴 수지제 시트 형상물(2)의 삼각주(2a)와 광경화성 수지제 시트 형상물(3)의 삼각주(3a)를

, 전자가 위로 볼록(△), 후자가 아래로 볼록(▽)하게 되도록 하여 교호로 서로 맞물리게 한 형태로 배치하여, 폭 16.5 

cm, 길이 21.5 cm, 두께 1/√2 cm인 하나의 판형상물을 제작한 다음, 이 판형상물의 양측단부(삼각주(2a, 3a)의 길

이 방향을 따라 연장하는 양측단부)의 경사면 부분이 당해 판형상물의 표면에 대해 수직인 단면 형상이 되도록 동일 

경사면 부분을 가공함으로써, 하나의 도광체(4)를 제작했다. 이리하여 얻어진 도광체(4)에 대해 광은 측단면(4b)으로

부터 입사하고 광경화성 수지제 시트 형상물(3) 측의 평탄면(4a)으로부터 출사된다. 이하, 전자를 입사면(4b), 후자를

출사면(4a)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서, 액정 표시 장치의 백라이트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사각(출사면의 법선과 출사 방향이 이루는 각)은 되

도록이면 0 o 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출사각도 분포는 광원으로부터의 입사 각도의 분포에 의존한다. 

따라서, 광원으로부터의 입사광의 입사면과 수직인 방향에 대한 각도(입사각)의 오차(divergence)가 어느 정도까지

이면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다. 이점에 대해, 도 21 및 도 22에 입사각의 오차와 출사각의 오차와

의 의존성을 도시한다. 도 21 및 도 22에서는 종축은 출사면(도광체의 상면)으로부터의 출사 강도를 나타내고, 횡축

은 출사 각도를 나타낸다. 도 21 및 도 22는 각각 광원으로부터 발사한 입사광의 입사각의 오차가 ±80 o , ±20 o

인 경우를 도시한다. 이들 도면에 따르면, ±80 o 의 입사각 오차가 있으면, 출사각의 중심이 0 o 보다도 마이너스측

으로 어긋나 버리므로 광원으로서 부적합하다. 한편, ±20 o 정도의 입사각 오차에서는 출사각의 중심은 거의 0 o 에

머무르고, P파의 혼입도 허용할 수 있는 정도로 작아서, 이상적인 광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데이타에 기초하면, 매질 계면과 브루스터 각 θ B 의 일치는 그다지 엄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예를 들

면, ±20 o 의 입사각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매질 계면은 θ B ±15 o 정도, 양호하게는 θ B ±10 o

정도이면 충분하다. 이 정도의 정밀도이면, 도 22에 도시한 바와 같이 P파가 출사광에 혼입하는 비율은 약간이고, 광

의 이용효율의 저하는 현저하지 않다.

실시예 1에 관한 도 1의 (A)에서는 집광 부재는 도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광원(5)으로부터 발사한 광의 입사각의 

오차를 저감하기 위해 광원(5)과 도광 체(4)와의 사이에 집광 부재를 배치하는 것이 추천 장려된다. 집광 부재는 형광

등이 선상광원이고, 확산광이기 때문에, 이 광의 벡터를 되도록이면 동일 방향으로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도광체로

의 입사 방향이 균일하지 않으면, 2개의 매질의 각도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도광체의 입사면에 수직인 방향으로부터의

광에 대해 브루스터 각을 만족시키는 각도라 해도, 입사광의 각도의 접촉 때문에 충분한 효율로 편광 분리 작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집광 수단은 전형적으로는 광원인 형광등과 편광 분리 수단과의 사이에 배치된 표면 요철 형상의 투명 

수지 시트를 1매 이상 배치한 것이 바람직하다. 집광 수단은 예를 들면 광원과 반대측의 표면에 정각(頂角) 40∼100

°의 삼각 형상의 요철이 행해진 프리즘 어레이나, 어묵형상의 원통형 렌즈 등을 들 수 있다. 집광 부재의 구체예는 후

술하는 몇가지의 실시예에서 개시한다.

도 1의 (A)를 참조하면, 입사면(4b)과 반대측의 도광체의 측단면(4c)에 인접하여 1/4 파장판(7)과 반사 시트(8a)가 

배치된다. 반사 시트(8a)는 형광관(5)으로부터 도광체(4)에 입사되는 S파가 제거되어 P성분만이 남은 광을 반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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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4c)측으로부터 다시 도광체(4)에 입사한다.

도광체(4)와 반사 시트(8a)와의 사이에는 (c) 편광 변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1/4 파장판(7)이 배치된다. 도광체(4) 

중의 매질 계면을 순차 투과한 P파는 1/4 파장판(7)을 통과한 다음에 반사 수단(8a)으로 반사되고, 다시 1/4 파장판(

7)을 통과하고 나서, 결국은 1/2 파장판을 통과한 것과 등가인 위상 변환이 이루어져 위상이 90 o 어긋난다. 이리하

여 측단면(4c)으로부터 출사한 P 파는1/4 파장판(7)에서 S파로 변환되고, 도광체의 측단면(4c)으로부터 도광체(4) 

내에 다시 입사된다. 측단면(4c)으로부터 도광체(4)에 다시 입사한 광은 도 2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매질 계면에서 브

루스터의 법칙에 의해 S파의 일부가 도광체 하면측에 반사되어 도광체 하면에 설치된 반사 시트(8b)에 의해 반사되어

출사면(4a)으로부터 출사된다.

이상이 본원 발명에 관한 도광체 및 면상 광원 장치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광원(5)으로부터 입사된

광을 거의 100%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원 발명에 관한 면상 광원 장치를 액정 표시 장치에 이용하면, 적은 전력 

소비량으로 보다 큰 투과율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도광체를 액정 표시 장치용의 면상 광원 장치로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광체의 출사면으로부터 출사되는 

광의 강도 분포가 면내에서 되도록이면 균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도시하기 위해, 도 2에서는 도광체의 상면으

로부터 출사되는 S파에 의한 휘도를 종축에 취하고, 광원이 입사되는 면으로부터의 거리를 횡축에 취한다. 도 2 중에

서, 실선으로 도시한 것이 휘도분포를 균일화하는 수단을 조금도 쓰지 않고 측정한 값이다. 「진행 광(outbound light

)」이라는 것은 광원(5)으로부터 도광체(4)의 입사면(4b)에 입사된 광에 의한 S파의 휘도이고, 「복귀 광(inbound lig

ht)」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 시트(8a)로부터 반사되어 1/4 파장판(7)에 의해 편광 변환이 이루어져 단면(4c)으부터 

도광체(4)로 다시 입사된 광 중에서 도광체(4)에 의해 분리된 S파에 관한 도광체의 상면에 출사되는 휘도이다. 「출

광(出光) 특성(output light characteristic)」은 이들 2개의 광을 합성한 것으로, 도광체의 중앙부에서 약간 휘도가 

낮은 영역이 관찰된다.

이와 같은 중앙부에서의 휘도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원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중앙부의 영역에 관해서는 매질 계면의 면적을 증대하기 위해, 도광체를 형성하는 시트의 표면에 

설치된 삼각주 계면의 밀도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시트의 판두께를 얇게 하는 것이 고려된다. 매질 계면의 면적을 중

앙부에서 상대적으로 증대시키면, 분리되는 S파가 그 면적에 따라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균일한 면내 분포를 갖는 출

사광이 얻어진다.

또한,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이 문제점은 2개의 매체의 굴절율차 △n을 도광체(4)의 단부와 중앙부에서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해결된다. 도광체(4)의 단부에서의 △n보다도 도광체(4)의 중앙부에서의 △n을 크게 함

으로써, S파의 반사율이 중앙부에서 커진 결과, 결과적으로 균일한 면내 분포를 갖는 출사광이 얻어진다.

이하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술한 실시예 1의 변형예를 다수 기재함과 동시에 그 평가 결과를 개시한다.

<실시예 2>
실시예 2에서는 실시예 1과 상사 형상(similar shape)의 것을 다른 재질로 시작(試作)했다. 즉, 시트 형상물(2)을, 투

명한 아크릴 수지(굴절율 n=1.49)로 형성하고, 시트 형상물(3)을 트리 아릴 이소시아네이트(tri aryl isocyanate)와 

티올(thiol)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광경화성 수지 조성물(굴절율 n=1.58)로 형성한 것, 및 배열되는 삼각주의 

단면 형상을 3변이 √2mm, √2mm, 2mm의 작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한 것 이외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의 것을 도광

체로서 이용한 면상 광원 장치이다.

<실시예 3>
실시예 3으로서는 도 3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시예 1에 있어서의 도광체(4)를 그 두께 방향으로 2매 적층한 것

을 시작했다. 이 적층체를 도광체(14)로서 이용한, 면상 광원 장치(11)(도 3의 (B) 참조)를 평가했다. 도 3의 (A)에 도

시한 실시예 3에 있어서의 면상 광원 장치(11)에 대해서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부분은 동일 부호를 붙인다. 도 3의 (B)

에 대한 다른 부분의 상세는 도 1의 (A)와 공통이므로 설명을 할애한다.

이상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면내의 휘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방책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본원 발명에 

관한 면상 광원 장치를 액정 디스플레이용의 백라이트로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내의 휘도분포가 균일하게 될 필요

가 있다. 이하의 3개의 실시예는 이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시예 4>
실시예 4를 도 24에 도시한다. 실시예 4는 매질 A, B를 교호로 적층하여, 일정 각도의 매질 계면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매질(401a, 401b)의 두께는 단계적, 또는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즉, 이들 두께는 단면(4a, 4c)에서 가장 두껍고,

중앙부에서 가장 얇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매질의 두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질 계면의 밀도를 중앙부에서 증대함

으로써 표면 휘도의 면내 분포의 균일을 달 성하기 위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5.0mm x 16cm의 단책(短冊) 형상의 폴리카보네이트(PC)판(n=1.5865) 147매를 두께 1.0mm의

것을 6매, 0.5mm의 것을 19매, 0.1mm의 것을 45매, 0.2mm의 것을 26매, 0.5mm의 것을 19매, 1.0mm의 것을 6매,

이 순서로 배치함과 동시에, 각 PC판의 사이에 스페이서로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필름을 사이에 끼운

다. 단, 이 PMMA 필름의 두께는 캐스팅(casting)법에 의해 이하의 수학식 4를 대체로 만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수학식 4

여기에서, d PC , d PMMA 는 각각 PC판, PMMA 필름의 두께, n:(1≤n≤146)은 상기 적층체의 제n층을 표시한다. 이

와 같이 판재료와 스페이서를 교호로 배치한 것을 약 45도로 기울이면서 유지할 수 있는 도구로 고정하고, 짧은 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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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쪽단부를 열융착하여 고정함으로써 약45 o 의 계면을 얻는다. 그후, 스페이서 필름을 뽑아내고, 신에쯔 가가꾸

사(Shinetsu Chemical Co.) 제품의 실리콘계 열경화수지(n=1.4125) 중에 침지(immerse)한다. PC판을 실리콘 수지

층마다 진공 오븐 내에 넣고, 감압함으로써 실리콘 수지를 PC판 사이의 틈새에 넣는다. 이 작업은 수지의 탈기(脫氣)

도 겸하고 있다. 그후, 샘플을 오븐에서 100℃, 5시간 가열하여 수지를 경화시킨다. 이것을 16cm x 10cm x 3mm의 

직방체로 잘라내고, 6면의 경면 연마(mirror grinding)를 하면서, 판두께 2.5mm의 도광판으로서 마무리했 다. 이 도

광판의 계면과 마주향한 변(계면의 방향은 도시한 바와 같이 출사면측이 앞쪽, 이면측이 상대쪽으로 되도록 함)에 광

원으로 되는 형광관(외경 3mm, 길이 16cm)을 배치하고, 형광관의 주위에는 PET 필름에 은을 증착한 럼프 리플렉터

를 설치했다. 또한, 형광관과 반대측의 단면에는 1/4 파장판을 배치하고 그 외측에 은을 증착한 반사 시트를 설치했다

. 도광판의 이면 및 광의 진행 방향으로 직교하는 나머지 2단면에도 마찬가지로 반사 시트를 설치했다. 여기에서 이용

된 1/4 파장판은 폴리카보네이트를 1축 연신한 것(drawn in one axis)(리타데이션(retardation) 260 nm, 두께 65um

)이다. 이리하여 얻은 면상 광원 장치를 본 발명품의 실시예 4로 한다.

<실시예 5>
실시예 5는 실시예 3의 면상 광원 장치(11)에 있어서, 그 도광체(14)를 형성하고 있는 아래에 凸의 삼각주(3a)를 구

성하는 광경화성 수지의 굴절율 n을 도광체(14)의 입사면(4a)으로부터 반대측의 측단면(4c)에 걸쳐 1.50(단부)=>1.5

3(중앙부)=>1.50(단부)라고 하는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것 이외는 실시예 3과 마찬가지로 했다. 이것은 2개

의 매질의 굴절율의 차 △n을 단계적으로 변화시켜서 면내 휘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이다.

또, 이 경우의 도광체는 다음과 같이 하여 제작했다. 먼저, 삼각주를 다수 병설하여 이루어지는 형상을 갖는 V홈형의 

금형으로 광경화성 수지를 충전하고, 그 위에 투명 기재(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배치하며, 그 위에서 광을 조

사함으로써, 편면에 삼각주를 다수 병설하여 이루어지는 도광체용의 시트 형상물을 형성 한다. 다음에, 금형으로부터 

투명 기재마다 시트 형상물을 제거하여 각 삼각주 사이의 홈 부분에 굴절율이 다른 광경화성 수지를 충전한다. 이때, 

시트 형상물의 한 측단면(도광체에 있어서 입사면으로 되는 단면)에 가까운 측으로부터, 삼각주의 굴절율에 가까운 

굴절율을 갖는 광경화성 수지(n=1.50)를 충전하고, 서서히 그 굴절율을 높게 해 간다. 그리고, 시트 형상물의 중앙부

에 삼각주의 굴절율과 가장 굴절율차가 있는 광경화성 수지(n=1.53)를 충전하고, 다시 반대측의 측단면을 향하여 서

서히 굴절율을 낮게 해 가고, 단부에서 굴절율이 n=1.50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간다. 최후로 광을 조사하여 

도광체를 형성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얻어진 면상 광원 장치를 실시예 5로 했다.

<실시예 6>
실시예 6은 실시예 1에 있어서의 도광체(4) 대신에, 도 4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은 도광체(24)를 갖는 면상 광원 장

치(21)를 제작했다. 이 도광체(24)의 특징은 삼각주(22a)의 경사면의 면적이 도광체(24)의 단부와 중앙부에서 다르

다는 것이다. 이 경우, 먼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단면 형상을 갖는 사이즈가 다른 삼각주(22a)를 편면에 다수 병설

하여 이루어지는 시트 형상물을 투명한 아크릴계 수지(굴절율 n=1.49)로 형성한다. 이때, 시트 형상물의 한 단부(도

면 중의 좌단부)→중앙부→다른 단부의 순서로 삼각주(22a)의 경사면 면적이 5:3:5의 비율로 변화하도록, 각 삼각주

의 사이즈를 설정한다. 그리고, 각 삼가주 사이의 V 형상의 홈 부분에 그들의 삼각주를 구성하고 있는 아크릴 수지에 

대해 굴절율이 0.04만큼 다른 광경화성 아크릴형 접착제를 충전 경화시킴으로써, 삼각주(22a)의 표면측에 광경화성 

이크릴형 접착제(23)로 이루어지는 평탄한 광출사면(도면 중의 상면)을 갖는 도광체(24)를 제작한다. 또한, 이 도광체

(24)에 대해,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하여 광원(5), 럼프 리플렉터(6), 1/4 파장판(7), 반사 시트(8)를 각각 소정의 상

태로 배치한다. 이리하여 얻어진 면상 광원 장치(21)를 실시예 6으로 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면내 휘도 분포의 

균일화를 도모하기 위해, 삼각주의 경사면 면적을 변화시킴으로써, 매질 면적의 밀도를 도광체(24)의 단부와 중앙부

에서 변화시키고 있다.

실시예 6의 변형예로서는 도 4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은 것이 고려된다. 이 변형예는 도광체의 중앙부의 두께를 삼

각주의 높이를 따라 점차 감소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형상을 취함으로써, 매질 계면을 통과하지 않고 도광체를 통해

가는 광이 없어지고, 보다 한층 광의 이용효율의 향상이 기대된다.

삼각주(22a)의 경사면 면적을 상술한 바와 같이 변화시키는 이유 및 그 변화 비율의 결정 방법은 이하와 같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단면으로 하는 삼각주(22a)의 높이, 즉 삼각형 단면과 직교하는 방향의 길이는 광출사면측으로부터 

도광체를 보았을 때의 도광체의 단변 또는 장변의 사이즈에 따르지만, 지금 도광체의 화면 사이즈가 10.4 인치라고 

하면 그 입사면측의 단변의 길이는 약 16.5cm가 된다. 한편, 삼각주(22a)에 있어서의 단면 삼각형의 높이 방향의 변

화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 계산으로 구한다.

먼저, 삼각주(22a) 사이에 충전된 매질(광경화성 아크릴형 접착제)(23)로부 터 삼각주(22a)의 매질에 광이 투과, 반

사할 때의 S파의 반사율 R S 은

수학식 5

로 주어진다. 여기에서, n 1 , n 2 는 각 매질의 굴절율, i는 입사각, r은 반사각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각 매질의 굴절율은 각각 1.49(아크릴계 수지), 1.53(광경화성 아크릴형 접착제)이다. 또한, 광은 삼

각주(22a)의 경사면에 입사하기 때문에, 그 입사각은 45 o 이다. 그래서, 스넬의 굴절의 법칙을 나타내는 다음 수학식



등록특허  10-0407101

- 8 -

수학식 6

(θ 1 은 입사각, θ 2 는 굴절각)에 상기 값을 대입하면, θ 2 =43.5 o 가 된다.

한편, θ 2 =r이기 때문에, 상기 반사율 R S 의 식에 각각의 값을 대입하면, 입사각 i=45 o 에서 S파의 반사율은 R S

=0.07%로 된다.

다음에, S파는 도광체 중의 매질 계면마다 R S 씩 감소해 가기 때문에, 통과해 가는 S파의 광량 T S 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수학식 7

단, 0.95는 공기중으로부터 도광체로 입사할 때의 반사에 의한 손실, n은 계면수이다.

이 경우, S파는 모두 계면에서 반사하여 도광체 출사면으로부터의 출사광으로서 이용하고 싶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재료에 의한 광의 흡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광이 생긴다. 이 이용할 수 없는 S파를 5%라 가정하고, 상

기 T S 를 도출하는 수학식 7에 대입하면,

수학식 8

로 되고, 이것으로부터 계면수 n=3216이 된다. 1개의 삼각주에 대해 매질 계면은 2개이므로, 모든 삼각주의 수는 32

16/2=1608이 된다.

이 1608개의 삼각주로부터 반사하는 광의 휘도는 도 5의 그래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되고, 이 휘도와 반사율과는 비

례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출광 특성은 도 2의 실선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도광체 중앙부가 어두운 것으로 된다.

그래서, 출광 특성이 화면 내에서 균일해지도록 광을 반사하는 삼각주의 경사면 면적을 휘도의 역수의 비율로 변화시

킨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도광체를 형성하고 있는 각 삼각주의 경사면 면적을 입사면측, 중앙부, 반대측의 단부를 

향하여 5:3:5의 비율로 순차 연속적으로 변화시킨다. 이 결과, 도 2의 점선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대폭적인 면내 휘도

분포의 균일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실시예 7>
실시예 7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3변이 1mm, 1mm, √2mm이고 정각이 90 o 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단면 형

상을 갖는 삼각주(32a)를 편면에 각각 다수 병설하여 이루어지는 한쌍의 시트 형상물을 투명한 아크릴계 수지(굴절율

n=1.49)로 형성함과 동시에, 그들의 시트 형상물(32a, 32a)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투명 수지(33)를 광경화성 수지(

굴절율 n=1.53)으로 형성하고, 폭 16.5cm, 길이 21.5cm, 두께 1/√2mm인 1매의 판형상물을 제작한 다음, 이 판형

상물의 양측단의 경사면 부분을 수직 단면 형상으로 가공함으로써 1매의 도광체(34)를 제작하고, 이 도광체(34)에 대

해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하여 광원(5), 럼프 리플렉터(6), 1/4 파장판(7), 반사 시트(8)를 각각 소정의 상태로 배치

한다. 이리하여 얻어진 면상 광원 장치(31)를 실시예 7로 했다. 실시예 7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실시예와 같이 하나의 

단위의 도광체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매질 B가 2개의 매질 A로 이루어지는 층 사이에 보유

되고(sandwitched), 매질 계면을 형성하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이다.

<실시예 8>
한쌍의 시트 형상물(32a, 32a)을 투명한 아크릴 수지(굴절율 n=1.49)로 형성함과 동시에, 그들의 시트 형상물(32a, 3

2a)의 틈새에 충전하는 투명 수지(33)를 트리아릴 이소시아네이트와 티올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광경화성 수

지 조성물(굴절율 n=1.58)로 형성한 것, 및 배열되는 삼각주의 단면형을 3변이 √2mm, √2mm, 2mm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한 것 이외는 실시예 7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여 얻어진 면상 광원 장치(31)를 실시예 8로 했다.

<실시예 9>
실시예 7에 있어서의 도광체(34)를 그 두께 방향으로 2매 적층하고, 이것을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도광체로서 이용한

것 이외는 실시예 7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여 면상 광원 장치를 제작했다. 이리하여 얻어진 면상 광원 장치를 실시예

9로 했다.

<실시예 10>
실시예 8에 있어서의 도광체(34)를 그 두께 방향으로 2매 적층하고, 이것을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도광체로서 이용한

것 이외는 실시예 9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여 면상 광원 장치를 제작했다. 이리하여 얻어진 면상 광원 장치를 실시예

10으로 했다.

<실시예 11>
실시예 9의 면상 광원 장치에 있어서, 그 도광체를 형성하고 있는 삼각주를 구성하는 투명한 아크릴계 수지의 굴절율

을, 도광체의 입사면(형광관측의 측단면)으로부터 반대측의 측단면(1/4파장판 측의 측단면)에 걸쳐 1.50(측단부)→1.

53(중앙부)→1.50(측단부)라 하는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것 이외는 실시예 9와 마찬가지로 했다. 또, 상기 

굴절율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실시예 5의 경우에 준한다. 이리하여 얻어진 면상 광원 장치를 실시예 11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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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2>
실시예 5에서 얻어진 도광체를 이용하여,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원(5)과 도광체(4) 사이에 정각(頂角) 90도인 단

면 삼각 형상의 요철이 부형(賦形)된 폴리카보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시트 형상물(9)을, 요철면 도광체(4) 측으로 

향하도록 2매, 능선이 직교하도록 배열한 것 이외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하여 얻어진 면상 광원 장치를 실시예 12

로 했다. 이 시트 형상물(9)은 집광 부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 광원으로부터 입사면으로의 광의 각도를 수직방향

으로 집중하는 작용을 하게 한다.

<실시예 13>
실시예 11에서 얻어진 도광체를 이용한 것 이외는 실시예 12와 마찬가지로 하여 얻어진 면상 광원 장치를 실시예 13

으로 했다.

<실시예 14>
실시예 14를 도 8의 (A)에 도시한다. 굴절율 1.53의 자외선 경화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프리즘 시트(83a)(정각 90 
o , 피치 500um, 시트 두께 550um)를, 이 시트와 마찬가지의 요철면이 형성되어 있는 글래스제품의 형(型) 위에 굴절

율 1.49의 자외선 경화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경화성 수지 조성물(82a)을 통해 배치하고, 금형과 프리즘 시트 사이

의 거리를 균일하게 500um으로 유지하면서 글래스 금형측으로부터 광을 조사하여 경화시킴으로써, 굴절율 1.53의 

프리즘 시트(82a) 상에 굴절율 1.49의 연속한 거의 W자 모양의 제2 프리즘 층(83a)이 형성된다. 마찬가지로 하여 굴

절율 1.53의 제3 프리즘 층(82b)을 형성하고, 그 위에 굴절율 1.49의 제4 프리즘 층(83b)을 형성한다. 다음에 정상부

(頂上部)의 요철면을 굴절율 1.53의 수지층(82c)으로 매립하여 평활화해서 출광면을 형성한다. 그후, 단부를 직방체(

100x150x약1mm)로 되도록 잘라내어 그 단면을 광학경면(optical mirror surface)이 되도록 연마한다. 측단면의 외

측에는 형광관(5)(관 지름 2.6mm)을 배치하고, 또한 럼프 리플렉터(6)(은 시트)로 피복한다. 형광관(5)을 배치한 측

단면과 반대측의 측단면에는 1/4파장판(7)을 배치하고, 또한 그 외측에 은 반사 시트(8)를 배치한다. 그 이외의 측단

면 및 출광면 이외의 면에는 은 반사 시트(8)를 배치한다. 이리하여 얻은 면상 광원 장치를 본 발명품의 실시예 14로 

한다.

도 8의 (B)에 본 실시예의 변형예를 나타낸다. 이 예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제2 프리즘 층(83a)과 제4 프리즘 층(83b)

의 삼각주의 정점이 서로 접하는 관계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치의 관계에서도 도 8의 (A)에 도시한 것과 마찬가지

로 유효한 매질 계면이 형성되므로 작용효과는 변하지 않는다.

<실시예 15>
실시예 15를 도 9에 도시한다. 굴절율 1.49의 연속한 거의 W자 모양의 프리즘층(93)의 두께를 10um, 굴절율 1.53의

프리즘층(92a, 92b)의 두께를 500um으로 하여, 작성되는 도광체의 두께가 약 1.0mm가 되도록 거의 W자 형상의 프

리즘 층을 굴절율 1.49의 층(93)과 굴절율 1.53의 층(92)으로 교호로 7회 적층하고, 최후로 최상부의 요철면을 굴절

율 1.53의 수지층(92c)으로 매립하여 평활화해서 출광면을 형성하여, 전체가 9단의 적층체로 한다. 최하단의 프리즘 

시트는 굴절율 1.53, 정 각 90 o , 피치 200 um, 시트 두께 120um을 이용했다. 그 이외는 상기 실시예 11과 마찬가

지로 하여 작성한 면상 광원 장치를 본 발명품의 실시예 15로 한다.

<실시예 16>
실시예 16을 도 10에 도시한다. 프리즘의 피치를 200um, 순차 교호로 적층되는 굴절율 1.49의 층(102)과 굴절율 1.

53의 층(103)의 두께를 100um으로 하여, 작성되는 도광체의 두께가 약 1.0mm가 되도록 전체가 10단의 적층체로 한

다. 최상부의 요철면은 굴절율 1.49의 수지로 매립하여 평활화해서 출광면을 형성한다. 최하단의 프리즘 시트는 굴절

율 1.53, 정각 90 o , 피치 200um, 시트 두께 120um을 이용했다. 그 이외는 상기 실시예 14와 마찬가지로 하여 작성

한 면상 광원 장치를 본 발명품의 실시예 16으로 한다.

<실시예 17>
실시예 17을 도 11에 도시한다. 프리즘의 피치를 200um, 순차 교호로 적층되는 굴절율 1.49의 층과 굴절율 1.53의 

층의 두께를 각각 굴절율 1.49의 층(113)이 5um, 굴절율 1.53의 층(112)이 100um으로 하여, 작성되는 도광체의 두

께가 약 1.00mm가 되도록 교호로 17회 적층해서, 최후로 최상부의 요철면을 굴절율 1.53의 수지로 매립하여 평활화

해서 출광면을 형성하여, 전체가 19단의 적층체(114)로 한다. 최하단의 프리즘 시트는 굴절율 1.53, 정각 90 o , 피치

200um, 시트 두께 120 um을 이용했다. 그 이외는 상기 실시예 11과 마찬가지로 하여 작성한 면상 광원 장치를 본 발

명품의 실시예 17로 한다.

<실시예 18>
실시예 3, 4, 15, 17에 기재된 도광판에 있어서, 구성하는 재료 중 한쪽 재료의 굴절율을 1.49로 고정하고, 다른 한쪽 

재료의 굴절율을 도광체의 입사면(형광관측의 측단면)으로부터 반대측의 측단면(1/4파장판 측의 측단면)에 걸쳐, 1.5

0(측단부)→1.53(중앙부)→1.50(측단부)라고 하는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것 이외는 각각의 실시예 3, 4, 15,

17에 따른 5개의 면상 광원 장치를 작성하여, 각각을 본 발명품의 실시예 18a, 18b, 18c, 18d로 한다.

<실시예 19>
실시예 19를 도 12에 도시한다. 실시예 18에서 얻어진 도광판을 이용하고, 광원과 도광판의 사이에 정각 90도인 단

면 삼각형상의 요철이 부형된, 폴리카보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시트 형상물(201, 202)을 요철면이 도광판측을 향

하도록 2매, 능선이 직교하도록 배치했다. 이 2매의 시트 형상물(201, 202)은 이와 같이 조합함으로써, 집광 부재로

서 작용한다. 이점 이외는 실시예 18과 마찬가지로 하여 얻어진 면상 광원 장치를 각각 본 발명품의 실시예 19a, 19b,

19c, 19d로 한다.

<실시예 20>
실시예 20을 도 13에 도시한다. 실시예 19에서 얻어진 면상 광원 장치에 있어서, 도광판 중을 투과해 온 제2 편광의 

편광면을 회전시켜서 다시 도광판 중으로 재입사시키는데 이용되는 1/4파장판과 반사 시트 대신에 정각 90도인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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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상의 요철이 부형된 폴리카보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시트 형상물(203)을 그 정점은 광원의 방향으로 향하

고, 그 능선이 도광판 중을 투과해 온 제2 편광의 편광 면에 대해 45도 경사지도록 배치한 것 이외는 실시예 19와 마

찬가지로 하여 얻어진 면상 광원 장치를 각각 본 발명품의 실시예 20a, 20b, 20c, 20d로 한다.

<실시예 21>
실시예 21을 도 14에 도시한다. 실시예 17에서 얻어진 면상 광원 장치에 있어서, 도광판의 광출사면의 기면(基面)에 

맞닿는 저면에 배치되어 있는 반사 시트 대신에 정각이 대체로 90도인 단면 삼각형상의 요철이 부형된 폴리카보네이

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시트 형상물(204)을 그 정점이 도광판 쪽을 향하도록 배치한 것 이외는 실시예 19와 마찬가지

로 하여 얻어진 면상 광원 장치를 각각 본 발명품의 실시예 21a, 21b, 21c, 21d로 한다.

상기 실시예 1∼21 이외에도 본 발명의 실시예로서 각종의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예를 도 15∼도 18에 도

시한다. 또, 이들 도면에서 실시예 1의 경우와 동일 내지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갖는 부분, 즉 형광관(5), 럼프 리플렉터(

6), 1/4파장판(7), 반사 시트(8)에 대해서는 도 1과 동일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을 생략한다.

이중, 도 15에 도시한 면상 광원 장치(41)는 도광체(44)에 있어서 위에 凸의 삼각주(42a)의 정부를 각 형상이 아닌 라

운드 형상으로 형성하고, 그들 사이의 V파 부분을 광경화성 수지(43)로 매립한 것이다(실시예 22).

또한, 도 16에 도시한 면상 광원 장치(51)는 도광체(54)에 있어서 각 삼각주(52a)의 기단측(도광체 이면측에 위치하

는 측)에 일정 두께를 갖는 시트 부분(52b)을 설치한 것이다(실시예 23). 이 경우, 프리즘 시트를 이용할 수 있으므 로

,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동도에 도시한 도광체(54)의 기능은 실시예 1의 것과 동일하지만, 시트 부

분(52b)은 편광 분리 기능을 갖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서는 손실이 된다.

또한, 도 17에 도시한 면상 광원 장치(61)는 도광체(64)의 구성부재로서 프레이넬 렌즈를 이용한 것으로, 도광체(64)

에 있어서 위에 凸의 삼각주(62a)의 단면 형상이 2등변 삼각형이 아닌 부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도 

실시예 1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얻어진다(실시예 24).

또한, 도 18에 도시한 면상 광원 장치(71)는 도광체(74)를 구성하는 시트 형상물에 있어서의 각 요철(73a, 72a)의 단

면 형상을 삼각형이 아닌 대형(臺形)으로 한 것이지만, 그 대형의 경사 부분(계면)이 삼각형의 경사부분과 동일 기능

을 하므로, 실시예 1의 것과 완전히 동일한 효과가 얻어진다(실시예 25).

또한, 고려되는 신규한 도광체의 구조로서는 도 19에 도시한 바와 같은 면상 광원 장치(301)가 있다(실시예 26). 도 1

9에 도시한 것의 도광체(304)는 매질(A)로 이루어지는 4변형 단면을 갖는 긴 블럭(302)을 매질 B로 이루어지는 수지

등의 접착제(303)에 의해 접합시킨 것이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도 매질 A에 관한 굴절율 1.49의 층과 매질 B에 관한 

굴절율 1.53의 층의 두께를 각각 5um, 100um으로 했다.

실시예 26에 도시한 것의 제조 방법의 하나로서 이하와 같은 방법이 고려된다. 즉, 매질 B의 사각주를 다수 준비하고,

이것을 매질 A의 모노머(monomer) 용액 중에 침지하고(immersed), 도 19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조를 형성한다. 그

후, 이것을 취출해서 매질 A를 광경화시킴으로써 형상을 유지시킨다. 이것을 소망하는 판형상으로 잘라내어 도광체

로 한다. 매질 A의 모노머로서는 예를 들면 아크릴 수지계가 이용된다.

실시예의 평가에 있어서는 이하의 비교예를 참조를 위해 이용한다.

<비교예 1>
표면(광출사면과는 반대측에 위치하는 면)에 도트 인쇄 패턴을 갖는 아크릴 수지제 도광체(100mm x 150mm x 1m

m)를 이용하고, 그 입사면으로 되는 한 측면에 형광관을 배치하여, 그 배후를 럼프 리플렉터로 피복함과 동시에, 도광

체의 이면측에 확산 반사 시트를 설치하는 한편, 도광체의 광출사면 측에는 광확산 시트(비즈(beads) 코팅 타입)를 

설치하고, 또한 동일 시트의 위에 정각이 거의 90도인 프리즘을 다수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2매의 프리즘 시트를 해당

프리즘의 능선이 서로 직교하도록 적층한 형태로 배치한다. 이리하여 얻어진 면상 광원 장치를 비교예 1로 했다.

<비교예 2>
비교예 1의 것의 도광체의 두께를 2mm로 한 것을 이용했다.

<비교예 3>
다음과 같이 하여 얻어지는 면상 광원 장치(특개평 7-64085호 공보에 기재된 면상 광원 장치)를 비교예 2로 했다. 즉

, 사이즈가 128mm x 225mm x 2.8인 투명한 아크릴 수지제 도광판(굴절율 n=1.49)을 이용하고, 이 도광체의 한 측

단에 2W 냉음극 방전관을 밀착시키고 그 배후를 럼프 커버로 피복함과 동시에, 그 도광체의 이 면에 광확산 재료로서

백색 잉크의 인쇄를 행한 다음에 알루미늄 반사면을 설치한다. 그리고, 도광체의 광출사면 측에, 표면에 엠보스 가공

이 행해진 확산판(편광 수단)과, 폴리카보네이트제의 프리즘 어레이를 이 순서로 배치한다. 이 경우의 프리즘 어레이

는 단면 형상이 위에 凸의 이등변 삼각형(정각 90도)인 주상(柱狀) 프리즘을 다수 형성하여, 그들 프리즘 표면에 편광

분리면으로 되는 소정 두께의 유전체 간섭막(단층의 TiO 2 막)을 성막한 구성이다.

실시예 1∼21e 및 비교예 1, 2, 3에 관한 면상 광원 장치를 평가한 결과를 표1에 나타낸다. 또, 비교항목으로서는 이

하와 같은 것이다.

(1) 휘도 측정‥면상 광원 장치의 위에 편광판을 광학축을 갖추어 설치하여 편광판을 통과하는 광의 휘도를 화면 중

앙에서 측정한다.

(2) 투과 광량‥면상 광원 장치의 위에 편광판을 광학축을 갖추어 설치하고, 그 상태로 편광판을 투과하는 광의 투과

량을 측정했다.

(3) S파 비율‥면상 광원 장치의 정면 방향(도광체의 광출사면에 세운 외측 방향의 법선 방향)에 있어서의 S파와 P파

의 비율, 즉 (S/(S+P)x100(%)를 구했다.

(4) 면내의 균일성‥면상 광원 장치의 광출사면 내에 15개의 측정점을 취하고, 그 각각의 점에 있어서 정면 휘도를 측

정하여 각각의 최대 휘도와 최소 휘도와의 비율, 즉 (최대휘도/최소휘도)x100(%)를 구하고, 얻어진 비율이 10% 이내

의 것을 양호로 하고, 10%를 초과한 것을 불량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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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평가방법
(1)

휘도(cd/m2)평가

(2)

투과광량(%)

(3)

S파비율(%)

(4)

면내 균일성

실시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a

18b

18c

18d

19a

19b

19c

19d

20a

20b

20c

20d

21a

21b

21c

21d

1170 밝음

1220 밝음

1200 밝음

1630 밝음

1200 밝음

1200 밝음

1260 밝음

1250 밝음

1380 밝음

1370 밝음

1250 밝음

1320 밝음

1380 밝음

700 약간 밝음

950 약간 밝음

1000 약간 밝음

1100 밝음

1200 밝음

1630 밝음

1200 밝음

1500 밝음

1320 밝음

1700 밝음

1250 밝음

1550 밝음

1380 밝음

1750 밝음

1300 밝음

1610 밝음

1450 밝음

1780 밝음

1390 밝음

1700 밝음

76

72

71

80

75

73

73

75

72

73

70

77

75

70

72

72

77

75

80

72

76

77

82

74

78

78

83

75

79

79

84

78

81

87

90

89

92

90

89

90

88

90

89

90

89

91

87

90

88

92

90

92

90

92

89

92

90

92

89

92

90

92

89

92

90

92

불량

불량

불량

양호

양호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불량

불량

불량

불량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비교예 1

2

3

870 약간 밝음

950 약간 밝음

650 약간 밝음

44

65

64

91

64

61

양호

양호

양호

위 표 1로부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비교예(종래기술)를 상회하는 광의 유효 이용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광판의 경사면에서 반사한 광이 많은 S파 성분만으로 되고, S파가 먼저 투과하도록 배치한 편광판

에서의 광의 흡수가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비교예 1, 2에서는 편광판을 투과하기 전의 상태에 있어서는 밝지만, 편광 

방향이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반 이상 의 광이 흡수되고, 결과로서 도광판 투과 후의 휘도가 낮아진 것으로 고

려된다. 비교예 3에서는 편광 분리 경사면에 맞닿는 광의 각도가 랜덤하기 때문에, 브루스터 각에 일치하지 않는 광에

의한 손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된다.

또한, 광원으로부터 나온 광은 기본적으로는 산란광이기 때문에, 정면이 가장 강도는 있지만, 여러가지 각도 성분을 

갖고 있다. 실시예 12, 13과 같이 정각 90도인 단면 삼각 형상의 요철이 부형된 시트 형상물을 요철면이 도광체 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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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도록 2매, 교선이 직교하도록 배치하면, 정면을 향한 성분에서 1∼3% 손실이 생기지만, 정면 이외를 향한 여러 

각도 성분의 광을 정면으로 향하게 할 수 있으므로, 총 10∼20% 정면을 향한 광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로인해, 

도광체 중에서 굴절율이 다른 2종류의 수지에 의해 형성되는 경사면에 대해 브루스터 각에 가까운 각도로 맞닿는 광

의 양이 증가하여 결과로서 면상 광원 장치로서의 광량도 증가하게 된다.

이상에 개시된 도광체, 면상 광원 장치의 액정 표시 장치로의 응용예를 나타낸다. 면상 광원 장치(1)는 예를 들면 실

시예 1에 개시한 도광체(4), 광원(5), 리플렉터(6), 1/4파장판(7), 반사 시트(8)에 의해 구성된다. 이들의 설명은 상술

한 바와 같다. 면상 광원 장치(1)의 출사면측에는 액정 셀(400)이 설치된다. 액정 셀(400)에 대해, 면상 광원 장치(1)

로부터 발사한 광(화살표)은 편광판(402a)과 TFT(405) 및 배선층(404)이 형성된 글래스 기판(403)을 통과하여, 액

정(409)이 봉입되어 있는 액정층(410)에 진입한다. 액정층은 글래스 기판(403) 상에 형성된 TFT(405), 배선층(404)

에 의해 화소마다 그 배향을 제어하게 하여 변조를 받는다. 변조된 광은 상부 글래스 기판(406)을 투과하고, 편광판(4

02b)에 의해 차단/투과한다. 따라서, 화소마다 투과율이 결정되고, 의미가 있는 패턴으로 화면 상에 도형, 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상부 글래스 기판(406)에는 필요에 따라 블랙 매트릭스층, 글래스 필터 층이 형성된다(도시하지 않음

). 본원 발명에 관한 도광체, 면상 광원 장치에 따르면, 광원으로부터 발사한 광 중 거의 100%의 광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비 전력으로 밝은 화상을 얻을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과 같이, 본원 발명에 관한 도광체를 이용한 면상 광원 장치에 따르면, 도광체로부터 직접 소요의 편광을 출사시

킬 수 있으므로, 종래에 있어서는 액정 표시 장치의 광입사측의 편광판에 흡수되어 있던 광의 비율을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빔 스플리터나 콘덴서 렌즈 등의 고가인 광학 부품을 이용하지 않고도 광이용 효율이 우수한 면상 광원 장

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본원 발명의 도광체 및 이것을 이용한 면상 광원 장치에 따르면 광의 이용효율이 매우 높은 도광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원 발명의 도광체 및 이것을 이용한 면상 광원 장치에 따르면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의존하여 면내 휘도 분

포의 오차가 적고, 보다 균일한 출사 강도를 갖는 면상 광원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들 효과는 본원 발명에 관한 면상 광원 장치에 대해, 보다 이상적인 각도로 광원으로부터 도광체에 대해 광을 입사

시키는 점을 개시한 몇가지 실시예에 기초하면 한층 현저해지는 것이 기대된다.

본원 발명에 관한 도광체, 및 이것을 이용한 면상 광원 장치에 따르면, 고휘도이고 화질감이 우수한 액정 표시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액정 표시 장치는 광의 이용 효율이 우수하므로, 저소비 전력이고 휴대형의 퍼스널 컴퓨터에 최적

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면상 광 입사면을 갖는 편광 분리기를 포함하고,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무편광이 상기 광 입사면에 거의 수직으로 입사하는 면상 도광체로서,

상기 편광 분리기는 상기 광 입사면에 수직으로 연장하고 상기 진행 방향으로 평행한 면상 광 출사면을 갖고, 편광된 

광이 상기 편광 분리기로부터 출사하며,

상기 편광 분리기는 상기 광 출사면 하부에 배치된 다수의 면상 광 굴절 계면을 가지며,

상기 광 굴절 계면은 상기 광 출사면에 경사진 다수의 면을 포함하고,

상기 광 굴절 계면은 상기 광 출사면에 평행하도록 연장하는 광 투과 재료로 된 제1 및 제2 시트를 물리적으로 맞물리

게 함으로써 형성되며,

상기 제1 및 제2 시트는 굴절율이 다른 재료로 이루어지고,

상기 굴절 계면은, 정점들이 상기 광 출사면을 향하여 위쪽으로 향하여 있는 일련의 제1 이등변 삼각주(triangular co

lumn)로 형성되고, 상기 일련의 제1 삼각주 내의 각 삼각주는 그 정점이 상기 광 출사면으로부터 떨어져 아랫쪽으로 

향하여 있는 일련의 제2 이등변 삼각주와 교호하며,

상기 정점들을 동일하게 분할하는 정점 선들이 상기 광 출사면에 수직으로 연장하고, 각 삼각주의 대향하는 동일 길

이 측면들이 상기 진행 방향에 대하여 각 도θ B , ±20 o 로 연장하며,

상기 각도 θ B 는 브루스터(Brewster) 조건을 만족시키는 각도이며,

상기 2개 재료의 굴절율의 차가 0.001∼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상 도광체(planar light guide).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각 삼각주의 상기 대향하는 동일 길이변들은 상기 진행 방향에 대해 θ B , ±10 o 각도로 연장하고,

상기 두 개 재료의 상기 굴절율 차는 0.001 내지 0.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상 도광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삼각주는 상기 각 θ B 가 45 o 인 직각 이등변 삼각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상 도광체.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시트는 제1 굴절율을 갖는 위쪽으로 향한 직각 제1 삼각주를 다수개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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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시트는 제2의 다른 굴절율을 갖는 아래쪽으로 향한 직각 제2 삼각주를 다수개 포함하며,

상기 제1 시트와 상기 제2 시트의 기둥이 연동하는 방식으로 상호 물리적으로 접촉하여 상기 다수의 계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상 도광체.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시트는 굴절율이 대략 1.49 정도인 투명 아크릴 수지로 형성되고,

상기 제2 시트는 굴절율이 대략 1.53인 투명 광 경화성 수지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상 도광체.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무편광을 출사하는 광원, 및

상기 광원과 상기 광 입사면 사이에 개재하여 위치하는 집광 부재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상 도광체.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광 입사면에 대향하고 평행하는 상기 편광 분리기의 제1 면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제1 광 반사기;

상기 제1 광 반사기와 상기 제1 면 사이에 개재하여 위치하는 편광 변환 부재; 및

상기 광 출사면에 대향하고 평행하는 상기 편광 분리기의 제2 면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제2 광 반사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상 도광체.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 출사면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다수의 화소를 갖는 액정 셀;

상기 광 출사면과 상기 액정 셀 사이에 개재하여 위치하는 변조 필터; 및

전압을 상기 화소에 인가하도록 접속된 전압 인가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상 도광체.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일련의 제1 및 제2 이등변 삼각주는 W-형상 및 사인파 형상으로부터 선택된 형상을 갖는 연장

된 광 굴절 계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상 도광체.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일련의 제2 이등변 삼각주 하부에서 상기 일련의 제1 이등변 삼각주와 정렬되어 있고, 그 정점이 상기 광 출사면

을 향하여 위쪽으로 향하여 있는 일련의 제3 이등변 삼각주를 포함하고,

상기 일련의 제3 이등변 삼각주 내의 각 삼각주는, 상기 일련의 제3 이등변 삼각주 하부에서 상기 일련의 제2 이등변 

삼각주와 정렬되어 있고 그 정점이 상기 광 출사면에서 떨어져 아래쪽으로 향하여 있는 일련의 제4 이등변 삼각주와 

교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상 도광체.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 재료의 굴절율 차는, 상기 두 개 재료가 상기 광 입사면 및 상기 도광체의 대향하는 단면(

end surface)에 인접해 있는 경우가, 이들 사이에 있는 경우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상 도광체.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삼각주의 상기 정점 선은, 상기 광 입사면 및 상기 도광체의 대향하는 단면에 인접해서는 비교적 길

고, 이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짧게 되어,

상기 광 입사면과 상기 도광체의 상기 대향하는 단면에 인접해서는 비교적 큰 면 굴절 계면을 제공하고, 이들 사이에

서는 비교적 작은 면 굴절 계면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상 도광체.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시트와는 다른 굴절율을 갖고 상기 제1 시트와 제2 시트 사이에 위치하며, 상기 정

점에 물리적으로 정합하는 균일한 두께의 제3 광 투과 시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상 도광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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