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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휘도 증대 필름(40)은 복수개의 선형 프리즘들(46, 48, 50)을 포함한다. 이 프리즘들은 쌍으로 배치되고, 각 쌍은 제1 및
제2 프리즘을 가지며, 각 프리즘은 프리즘각과 골각을 갖는다. 프리즘각들 또는 골각들 중 어느 한쪽끼리는 등각(等角)이
지만, 양쪽 모두가 등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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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명세서

배경기술

구조화 표면(structured surface) 재료는, 액정 표시 장치(LCD)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균등 확산 백라이트
(lambertian backlight)의 축 방향에서의 겉보기 휘도(apparent on axis brightness)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 이러한 필름들은 통상 휘도 강화 필름(bringhness enhancement film)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필름들은 디
스플레이 축(display axis)에 대해 큰 각도에서 방사되는 광을 보다 작은 각도로 굴절시키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휘도강
화 필름이 없는 경우, 디스플레이 축에 대해 작은 각도로 방사되는 광은 다시 백 라이트쪽으로 반사되어 재순환된다. 그리
고, 이 반사된 광은 확산 반사기(diffuse reflector)에 도달되고, 광의 방향은 랜덤하게 된다. 또한, 이 광은 반사된 후에 휘
도 강화 필름으로 재진입(reenter)하여 굴절되거나 이전과 같이 반사된다.

휘도 강화 필름의 효과는, 보다 큰 각도로 방사되는 광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디스플레이 축에 대해 작은 각도로 방사되는
광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축에 대해 증가하는 각도로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면 지각되는 휘도는 감
소한다. 대표적인 필름에서는 축에 대해 평행한 방향으로부터 축에 대해 약 35˚의 각도까지는 휘도가 서서히 감소한다.
35˚에서 40˚의 범위에서는 지각되는 휘도가 매우 급격히 감소된다. 이러한 효과는 샤프 컷오프(sharp cutoff)로 알려져 있
다. 일부 사용자들은 보다 점진적인 컷오프 또는 소프트 컷오프(soft cutoff)를 선호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르면, 휘도 강화 필름은 복수 개의 선형 프리즘(linear prism)을 갖는다. 이들 프리즘은 쌍으로 배치되고, 각
쌍은 제1 및 제2 프리즘을 가지며, 각 프리즘은 프리즘각(prism angle)과 골각(valley angle)을 갖는다. 프리즘각 또는 골
각 중 어느 한쪽은 등각(等角)이지만, 양쪽 모두가 등각인 것은 아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의 휘도 강화 필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 및 도 3은 휘도 강화 필름이 없는 백라이트의 휘도 선도이다.

도 4는 종래 기술의 휘도 강화 필름의 광학 이득의 컴퓨터로 작성한 예측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 및 도 6은 그 위에 1장의 종래 기술의 휘도 강화 필름을 갖춘 백라이트의 휘도 선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휘도 강화 필름의 하나의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휘도 강화 필름을 구비한 백라이트 디스플레이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도 7에 도시한 1장의 휘도 강화 필름에 대해 컴퓨터로 작성한 예측 이득 곡선이다.

도 10 및 도 11은 도 7의 1장의 휘도 강화 필름을 이용하는 백라이트에 대한 휘도 선도이다.

도 12 및 도 13은 도 7의 2장의 휘도 강화 필름을 사용한 백라이트의 휘도 선도이다.

도 14 및 도 15는 2장의 종래 기술의 휘도 강화 필름을 갖춘 백라이트의 휘도 선도이다.

도 16은 휘도 강화 필름이 없는 백라이트에 대한 등휘도 선도이다.

도 17은 2장의 종래 기술의 휘도 강화 필름을 갖춘 백라이트에 대한 등휘도 선도이다.

도 18은 도 7의 2장의 종래 기술의 휘도 강화 필름을 갖춘 백라이트에 대한 등휘도 선도이다.

도 19은 본 발명의 휘도 강화 필름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휘도 강화 필름을 갖춘 백라이트 디스플레이(backlit display)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1은 도 19의 휘도 강화 필름의 예상 이득을 컴퓨터로 작성한 그래프이다.

도 22 및 도 23은 도 19의 2장의 휘도 강화 필름의 예상 이득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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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정보 디스플레이(information display)를 그 디스플레이의 축에 평행한 방향에서 볼 때, 그 디스플레이에 사
용되는 백라이트의 겉보기 휘도(apparent brightness)를 강화하는 휘도 강화 필름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목적상, 디
스플레이의 축(axis)은 디스플레이의 평면에 대해 수직으로 지나고 있다. 또한, 2장의 휘도 강화 필름이 동일 디스플레이
내에 있는 경우, 광원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필름은 어느 주어진 시간에서의 실제 배향(actual orientation)과 관계없이 상
부의 필름으로서 식별된다.

일반적으로, 종래 기술의 휘도 강화 필름은 그 위에 평행한 선형 프리즘(linear prism)을 갖춘 구조화 표면을 포함하고 있
다. 다른 쪽 표면은 통상 평탄하다. 상기 프리즘들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의 인접한 변들은 산(山, peak) 또는
골(groove) 양쪽 모두에서 90˚의 각도를 형성하지만, 다른 각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도 1은 종래 기술의 대표적인 휘도 강화 필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서,그 전체를 참조 번호 18로 나타낸 휘도 강화 필
름(18)은 평탄한 표면(smooth surface, 20)과 구조화 표면(structured surface, 22)을 갖추고 있다. 구조화 표면(22)은 프
리즘 24 및 26과 같은 복수 개의 프리즘을 갖추고 있다. 각 프리즘은 프리즘(24, 26)의 산 28 및 30과 같은 산을 각각 구비
한다. 일반적으로 산은 90˚의 사잇각(included angle : 나사산에 있어서 양 사면이 이루는 각)을 갖도록 선택되는데, 그 이
유는 90˚로 하면, 디스플레이의 축을 따라 휘도가 최대로 커지기 때문이다.

도 1은 종래 기술의 휘도 강화 필름이 디스플레이의 축에 따른 겉보기 휘도를 어떻게 개선시켰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도 1
의 휘도 강화 필름은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고, 1.586의 굴절률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도 1에는, 4개의 예시적
인 광선이 도시되어 있다. 첫째로, 광선(36)은 평탄한 표면(20)에 스침각(grazing angle)으로, 즉 법선(法線)에 대하여 90˚
도에 가까운 각도로 진입한다. 만약 광선(36)이 구조화 표면 재료(18)의 표면(20)에 도달할 때 그 표면(20)의 법선에 대해
89.9˚의 각도를 이루는 경우, 그 광선은 굴절되어 구조화 표면 재료(18)을 통과할 때 그 법선에 대해 39.1˚의 각도를 이루
게 된다. 구조화 표면(22)에 도달하면 그 광선은 다시 굴절된다. 구조화 표면(22)상의 구조로 인해 그 광선은 굴절되어 다
시 평탄한 표면(20)의 법선에 대해 더 작은 각도를 이루게 된다. 이 예에서 그 광선은 35.6˚의 각도를 이룬다.

광선(38)은 법선에 대해 가장 근접한 각도로 평탄한 표면(20)에 진입한다. 그 광선은 평탄한 표면(20)을 통과할 때 굴절되
지만, 그 굴절 정도는 더 작다. 만약 광선(38)이 평탄한 표면(20)의 법선에 대하여 10˚의 각도로 평탄한 표면(20)에 진입하
는 경우, 그 광선은 평탄한 표면(20)의 법선에 대해 37.7˚의 각도로 구조화표면(22)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방향은 법선의
반대쪽이다.

광선(40)은 구조화 표면(22)에 의해 2회 내부 전반사되는 각도로 진입한다.

마지막으로, 광선(42)은 광선(38)의 입사각과 유사한 각도로 평탄한 표면(20)에 입사하지만 반대쪽 경사면(opposing
angled facet)에 입사하고, 구조화 표면(22) 상의 프리즘의 한쪽 면(one side)에 의해서는 내부 전반사되지만, 다른 쪽면
(the second side)에 의해서는 내부 전반사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 광선은 평탄한 표면(20)의 법선에 대하여 큰 각도
로 나오게 된다. 이러한 반사는 그 광선이 도달하는 면에 대하여 큰 입사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광선에서만 일어
나기 때문에, 그 프리즘은 이러한 광선에 대하여 대단히 작은 단면을 제공한다. 또한, 다수의 이러한 광선들은 다음의 프리
즘에 재진입하여 되돌아오게 된다.

도 2는 휘도 강화 필름이 없는 LCD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백라이트의 수평 휘도 스캔(a horizontal luminance scan)의 선
도이다. 도 2에서는, 니트(NITS)(cd/m2)단위의 휘도를 백라이트 축에 대한 시야각(viewing angle)에 대해 선도로 그린 것
이다. 수평 스캔(horizontal scan)은 측정 장치가 수평면에서 회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휘도는 축 상에서의 시야각(on axis viewing angle)에서 약 35˚까지는 상당히 일정하다. 약 35˚에서 휘도가 저하하기 시작
한다.

도 3은 도 2의 동일 백라이트의 수직 휘도 스캔(vertical luminance scan)을 나타낸 것이다. 도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수직각(vertical angle)의 함수로서의 휘도 특성은 도 2에 나타낸 수평각(horizontal angle)의 함수로서의 휘도 특성과
아주 유사하다.

도 4는 종래 기술의 휘도 강화 필름 1장을 이용하는 백라이트에서 예상되는 광학 이득을 프리즘에 대해 수직한 면에서의
시야각(viewing angle)의 함수로서 나타낸 도표이다. 도 4의 곡선을 작성하기 위한 계산에서는, 공동 효율(cavity
efficiency)이 75%이고 휘도 강화 필름의 굴절률이 1.586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광학 이득(optical gain)이라는 것은, 휘
도 강화 필름 없는 백라이트의 축 상에서의 백라이트의 휘도에 대한 특정한 시야각에서의 휘도의 비율로 정의된다. 도 4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학 이득은 백라이트의 축 상에서 약 1.6의 피크치에 도달하고 나서 서서히 떨어지다가 백라이
트의 축으로부터 약 35˚의 각도에 이를 때 아주 급속하게 떨어진다.

도 5는 90˚ 프리즘과 50 ㎛의 산 간 피치(peak-to-peak pitch)를 갖는 기존의 종래 기술의 휘도 강화 필름의 휘도값을 그
필름을 프리즘 방향에 대해 수직인 평면에서 회전시키면서 실제 측정하여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도 5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이것은 도 4의 이론상의 도표와 잘 일치한다. 비교를 위해, 도 6은 측정된 휘도값을 프리즘에 대해 수직이 아니라
프리즘을 따라가는 시야각의 함수로서 선도로 작성한 것이다.

도 7은 소프트 컷오프를 제공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필름을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그 전체를 참조 부호 40으로 나타낸
본 발명에 따른 휘도 강화 필름을 도시한 것이다. 휘도 강화 필름(40)은 기판(42)과 구조화 표면 재료(44)를 포함하고 있
다. 기판(42)은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되어 있고, 구조화 표면 재료(44)의 대표적인 것으로 자외선-경화 아크릴
수지가 있다. 대안으로서, 휘도 강화 필름(40)을 압출 성형하여, 별도의 기판 및 구조화 표면의 오버레이(overlay)없이 일
체화된 구성(unitary construction)으로 형성할 수 있다. 기판(42)의 외부표면은 평탄한 것이 좋지만, 구조를 갖게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대용의 기판들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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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표면 재료(44)는 그 위에 형성된 프리즘(46, 48, 50)과 같은 복수 개의 프리즘을 갖는다. 프리즘(46, 48, 50)은 각
각 산(52, 54, 56)을 갖는다. 모든 산(52, 54, 56)은 90˚의 산각(peak angle) 또는 프리즘각(prism angle)을 갖는 것이 좋
지만, 사잇각이 60˚내지 120˚의 범위에 있으면 본 발명에서는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프리즘(46)과 프리즘(48) 사이에는 골
(58)이 있다. 프리즘(48)과 프리즘(50) 사이에는 골(60)이 있다. 골(58)은 프리즘 46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70˚
의 골각을 가지며, 골(60)은 프리즘 48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110˚의 골각을 갖지만, 다른 값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사실상, 휘도 강화 필름(40)에서는, 종래 기술의 휘도 강화 필름과 같이, 일부 광은 반사 및 재순환(recycle)하고 나
머지 광은 굴절되는 것 외에, 프리즘을 교호하는 방향으로 경사지게 함으로써, 백라이트의 축상에서의 겉보기 휘도를 강화
하고 있다. 프리즘을 경사지게 하는 것의 효과는 출력 광 원뿔(output light cone)의 크기를 증대시키는 데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를 예시한 것이다. 도 8의 디스플레이는 광원(62), 즉 전형적으로는 작은 형광관
(fluorescent tube)을 포함한다. 광원(62)의 후면에는, 광을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반사기(reflector, 64)가
위치한다. 반사기(64)는 광을 광원(62)으로부터 광 파이프(light pipe, 66) 쪽으로 향하게 한다. 통상적으로 광 파이프(66)
는 광학적으로 투명한 아크릴 소재의 단단한 부품이다. 광 파이프(66)의 후면에는 반사 소재(68)가 있다. 통상적으로 광 파
이프(66)의 배면에는 도시하지 않은 광 추출 도트(light extraction dots)가 있다. 광 파이프(66)의 전면에는 확산기
(diffuser, 70)가 있다. 광 파이프(66)로부터의 광은 그의 전면 표면을 통해 추출되어 확산기(70)를 통과한다.

확산기(70)의 전면에는 휘도 강화 필름(72)이 있다. 광은 확산기(70)를 통과하여 휘도 강화 필름(72)에 입사한다. 휘도 강
화 필름(72)은 전술한 바와 같이 광을 반사 혹은 굴절시킨다. 반사된 광은 확산기(70)와 광 파이프(66)를 통해 되돌아와 반
사 소재(68)에 의해 반사된다. 그 후, 이 광은 재순환된다. 확산기(70)는 광이 휘도 강화 필름(72)에 의해 반복적으로 반사
되지 않도록 광의 방향을 무작위로 한다. 대안으로서 확산기(70)를 생략하고 반사 소재(68)를 확산 반사기로 할 수도있다.

휘도 강화 필름(72)에 의해 굴절되는 광은 선택 사양인 제2의 휘도 강화 필름(74)을 통과한다. 휘도 강화 필름(74)은 휘도
강화 필름(72)과 동일 소재일 수 있지만, 프리즘은 다른 방향으로, 즉 전형적으로는 휘도 강화 필름(72)의 프리즘에 수직하
게 형성되어 있다. 대안으로서 휘도 강화 필름(74)은 종래 기술의 휘도 강화필름이거나 또는 본 발명의 휘도 강화 필름의
다른 실시예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이점은 휘도 강화 필름(74)이 디스플레이로부터 생략되더라도 달성될 수 있지만, 통상 2
장의 휘도 강화 필름을 포함한 경우에 더 높은 이득을 달성한다

광은 휘도 강화 필름(74)으로부터 나온 후에 LCD(76)를 통과한다. 도 9는 전형적인 백라이트에서 사용되는 도 7에 예시된
형태의 휘도 강화 필름의 예상되는 광학 이득을 컴퓨터로 계산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도 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축상
에서의 광학 이득의 예상값은 종래 기술의 휘도 강화 필름에 대한 도 4에 도시된 것보다 약간 작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대
신에, 이득은 각도가 커짐에 따라 보다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소망의 소프트 컷오프를 제공하게 된다.

도 10은 도 7에 도시한 형태의 휘도 강화 필름을 사용하는 백라이트의 휘도의 실제 측정값을 시야각의 함수로서 나타낸 것
이다. 도 10에 나타낸 측정값은 프리즘 방향에 대해 수직으로 측정한 것이다. 도 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 10의 곡
선의 형상은 도 9의 예측된 형상과 아주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도 11은 도 7에 도시한 형태의 휘도 강화 필름을 1장 갖는 백라이트의 측정된 휘도값을 프리즘에 평행한 시야각의 함수로
서 나타낸 것이다. 도 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 11의 곡선의 전체적인 형상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은 휘도 강화
필름이 없는 백라이트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휘도 값은 휘도 강화 필름으로 인해 높아졌다.

도 12는 도 7에 도시된 형태의 휘도 강화 필름을 2장 갖는 도 8에 따른 백라 이트의 휘도를 도 8의 휘도 강화 필름(74)의
프리즘 방향에 대해 평행한 각도의 함수로서 나타낸 것이다. 도 13은 도 8의 휘도 강화 필름(74)의 프리즘 방향에 대해 수
직한 방향에서의 도 8의 백라이트의 측정된 휘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비교를 위해, 도 14 및 도 15는 도 12 및 도 13에 각
각 대응하는 종래 기술의 휘도 강화 필름을 사용하는 백라이트에 대한 휘도 선도이다. 도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
12 및 도 13의 선도에서의 휘도값은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훨씬 더 점진적으로 떨어지며, 그에 따라 원하는 소프트 컷오프
를 제공하게 된다.

도 16, 도 17 및 도 18은 각각 휘도 강화 필름이 없는 백라이트, 종래 기술의 휘도 강화 필름이 여러 장 교차되어 있는 백라
이트 및 도 7에 도시한 형태의 휘도 강화 필름이 여러 장 교차되어 있는 백라이트에 대한 등휘도 스캔 (iso-luminance
scan)을 도시한 것이다. 이들 스캔은 광의 전면에 걸쳐 360˚ 의 방위각 둘레에서 디스플레이의 축으로부터 0에서 60도의
범위에서의 백라이트의 휘도를 나타낸 것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원들은 백라이트의 축에 대해 10˚ , 20˚ , 30˚ , 40˚ 및 50˚
의 각도를 나타낸다. 이들 그래프의 보다 밝은 영역은 높은 휘도를 나타내고, 보다 어두운 영역은 휘도가 보다 낮은 각도를
나타낸다. 눈금은 여러가지 디스플레이의 축 상에서의 휘도 전체에 따라 조정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은 휘도를 각 백라이트에 대한 각도의 함수로서 나타내고 있지만,각각의 백라이트에 대한 전체 휘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서
로 직접 비교될 수는 없다.

도 1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휘도 강화도 없는 백라이트 필름의 휘도는 비교적 일정하다가 축에 대하여 40˚내지
50˚사이의 각도에 이르러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에 비해, 도 17에 도시한 종래 기술의 휘도 강화 필름을 갖는 백 라이트
의 휘도는 점선(80)으로 표시한 25˚부근의 각도에서 비교적 급속히 떨어져 그 휘도 값의 절반에 이르게 된다.

도 17의 선도와는 대조적으로, 도 18은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휘도가 보다 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최대 휘도 값의 절반은 선82로 표시한 바와 같이 30˚보다 약간 더 큰 각도에서 도달된다. 그 후에도, 휘도는 여전히도 17에
서 보다 더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도 7의 소프트 컷오프 휘도 강화 필름의 대안으로서, 대칭인 프리즘을 사용하지만, 프리즘의 산각이 교호로 바뀌게 함으로
써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양호하게는, 프리즘은 90˚를 초과하는 각도와 90˚미만의 각도가 교대로 바뀌게 한다. 도
19는 그러한 필름을 도시하는 것이다. 휘도 강화 필름(140)은 기판(142)과 구조화 표면 오버레이(structur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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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y, 144)를 포함한다. 도 8의 필름에서와 같이, 기판(142)은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이고, 필름(144)은 자외선-경
화 아크릴 수지이다. 또한, 도 7의 휘도 강화 필름과 같이, 도 19의 필름은 그 대신에 압출 성형과 같은 공정에 의해 일체화
된 구조(unitary structure)로 제조될 수도 있다.

구조화 표면 오버레이(144)는 프리즘(146, 148, 150)과 같은 프리즘들을 포함한다. 프리즘(146, 148, 150)은 각각 산
(152, 154, 156)을 갖는다. 산(152, 156)은 110˚의 산각 또는 프리즘각을 갖는다. 산(154)은 70˚의 산각 또는 프리즘각을
갖는다. 산(152)과 산(154) 사이에는, 산(152)과 관련될 수 있는 골(158)이 있다.산(154)과 산(156) 사이에는, 산(154)과
관련될 수 있는 골(160)이 있다. 골(158)과 골(160) 양쪽 모두는 90˚의 골각을 갖는다.

도 20은 도 19의 휘도 강화 필름을 포함하는 백라이트를 사용한 디스플레이를 예시한 것이다. 도 20의 디스플레이에 있어
서, 광원(162), 반사기(164), 광 파이프(166), 반사기(168) 및 확산기(170)는 모두 도 8의 시스템의 등가 요소(equivalent
item)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휘도 강화 필름(172, 174)도 도 8의 시스템의 대등한 요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도 8의 시스템과 같이, 휘도 강화 필름(172, 174)들 중 어느 하나는 종래의 휘도 강화 필름이거나, 도 7의 휘도 강화
필름 또는 도 19의 휘도 강화 필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LCD(176)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실제로 표시한다.

도 21은 도 19의 1장의 휘도 강화 필름으로부터 얻어지는 예상 이득 모델을 디스플레이 축과의 각도의 함수로서 컴퓨터로
작성한 것으로서, 골을 가로질러가면서 측정한 것(measured across the grooves)이다. 도 2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도22 및 도 23은 도 19의 2장의 휘도 강화 필름
을 갖춘 백라이트에 대한 예상 이득을 컴퓨터로 작성한 선도로서, 각각 상부 필름의 골을 가로질러 가면서 작성한 것과 그
골들을 따라가면서 작성한 것이다.

당업자라면, 인접한 휘도 강화 필름 간의 광학 결합(optical coupling)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포함한 미국 특허출원 제 08/400,052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프리즘들의 높이를 변경할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표면 및 제 2 표면을 포함하고, 광원 축에서의 겉보기 휘도를 강화하는 휘도 강화 필름으로서, 상기 제1 표면은 그 위
에 복수개의 선형 프리즘(linear prism)을 갖는 구조화 표면(structured surface)이고, 상기 프리즘은 나란한 쌍으로 배치
되고, 각 쌍은 제1 및 제2 프리즘을 갖추며, 각각의 프리즘은 프리즘각과 골각을 갖고, 각 쌍의 상기 프리즘각 및 상기 골각
은 양쪽 모두가 등각(等角)은 아니고 어느 한쪽이 등각인 것인 휘도 강화 필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즘각이 등각인 것인 휘도 강화 필름.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골각이 등각인 것인 휘도 강화 필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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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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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

도면22

도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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