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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액정 디스플레이용 도광판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고, 고정 금형 및 가동 금형을 포함하며, 이 고정 금형 및 가동 금

형중 적어도 일방의 금형의 캐비티면이 표면상에 거친 패턴을 갖고, 14 인치(355 mm) 내지 30 인치(760 mm)의 대

각선 길이를 갖는 금형을 이용하여, 이 금형의 캐비티를 사출 유닛의 실린더에 연결하는 단계,

(2) 상기 실린더에 투명 수지를 공급하여 그 수지를 용융시키는 단계,

(3) 일 도광판당 1 내지 15 cm 3 /s의 사출 속도로 상기 수지를 상기 실린더로부터 금형 캐비티속으로 충전하되, 상

기 수지의 점도가 50 내지 5000 Paㆍs의 범위에 있는 때에 금형의 입구를 통과시키는 단계,

(4) 상기 충전중에 또는 충전후에 상기 금형 캐비티내에 제공된 수지에 상기 금형 캐비티 면측으로부터 추가의 압력

을 가하는 단계, 및

(5) 상기 압력을 유지한 상태하에서 상기 수지를 냉각하여 응고시키고, 이에 의해 표면상에 거친 패턴을 갖는 도광판

을 얻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이 제공되어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액정 디스플레이 및 도광판의 배치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로서, 도 1(a)는 쐐기형 도광판을 이용한 실시

예이고, 도 1(b)는 시트형 도광판을 이용한 실시예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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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성형 장치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종단면도.

도 3은 금형 및 토글식 형조임 장치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종단면도.

도 4는 2개의 도광판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 배치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평면도.

도 5는 2개의 도광판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 배치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횡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금형으로부터 분리된 직후에 얻어진 성형 도광판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면 부호의 간단한 설명*

1 : 액정 디스플레이 2, 3 : 도광판 7 : 광원 10 : 사출 유닛

12 : 스크류 13 : 모터 14 : 램 기구 15 : 호퍼

16 : 가열기 18 : 사출 노즐 20 : 금형 21 : 고정 금형

22 : 가동 금형 23 : 가열통 24 : 핫 팁 부싱 25 : 핫 런너

26 : 스프루 27 : 런너 28 : 게이트 29 : 캐비티

31 : 고정판 32 : 고정측 캐비티 블록 33 : 가동측 캐비티 블록

34 : 열전달 매체 및 냉각제용 유체 통로 36 : 캐비티 플레이트

37 : 슬라이드 코어 38 : 이젝터 핀 40 : 형조임 장치

41 : 가동판 42 : 유압 실린더 43 : 유압 램 44 : 이젝터 장치

45 : 아암 46 : 레일 47 : 타이 바아 48 : 베이스판

50 : 성형 도광판 51 : 스프루 52 : 게이트

53 : 패턴식 도광판의 본체 54 : 설치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 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으로서 사용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

자세히는, 본 발명은 14 인치(355 mm) 내지 30 인치(760 mm)의 대각선 길이를 갖는 대형 도광판의 제조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도광판은, 측면에 배치된 광원으로부터 노트북형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탑 개인용 컴퓨터 및 액정 디스플레이형 텔레

비젼 세트와 같은 제품의 액정 디스플레이내에 배치된 액정 디스플레이면까지 광을 전달하기 위한 광학 요소로서 사

용되고 있다. 도 1은 액정 디스플레이 및 도광판의 배치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이다. 액정 디스플레이(1)의 후

면에 배치된 백 라이트 유닛은, 도광판(2, 3), 그 후면에 위치된 반사층(4), 도광판(2, 3)에 면하는(액정 디스플레이에 

면하는) 광확산층(5), 도광판(2, 3)의 측면에 위치된 광원(7), 및 광원(7)으로부터 도광판(2, 3)으로 광을 전달하기 위

한 리플렉터(8)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광원(7)으로부터의 광은, 리플렉터(8)에 의해 반사되어 도광판(2, 3)속으로 들

어가고, 도광판(2, 3)을 통과하면서 반사층(4)에 의해 반사되고, 그리고 나서 정면측으로 방출된다. 도광판의 정면측

에서, 광확산층(5)의 존재로 인해 광은 전체 영역으로부터 균일하게 방출되어, 액정 디스플레이(1)를 위한 조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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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 냉음극선관(cold cathode-ray tube)이 일반적으로 광원(7)으로서 사용된다. 광확산층으로서 프리즘 시트

를 사용하는 것도 알려져 있다. 필요한 경우, 도트 및 라인과 같은 패턴이 도광판(2, 3)의 후면측에 프린트되므로, 광

은 정면측으로 균일하게 방출된다.

도 1(a)는 약 14 인치 이하의 대각선 길이를 가지며 노트북형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제품을 위한 비교적 소형의 디스

플레이에 사용된 배치를 도시하고, 도광판(2)은 쐐기 형상(wedge-like shape)을 갖고, 그 두께는 약 0.6 mm에서 약 

3.5 mm로 점차 증가한다. 그러한 쐐기형 도광판(2)을 사용하는 경우, 광원(7)은 일반적으로 두꺼운 단부에 위치된다.

도 1(a)에는 1개의 광원(7)을 갖는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지만, 다수의 광원이 사용될 수 있다. 한편, 도 1(b)는 데스크

탑형 개인용 컴퓨터 및 액정 디스플레이형 텔레비젼 세트와 같은 제품의 대형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된 배치를 도시

하고, 이 도면에서 도광판(3)은 시트 형상을 갖고, 그 두께는 거의 균일하다. 그러한 시트형 도광판(3)을 사용하는 경

우, 2개의 광원(7)이 일반적으로 2개의 대향 측면에 각각 위치된다. 도 1 (b)에는, 각각의 측면에 각각의 2개의 광원(

7)이 위치되는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지만, 2개 및 3개의 광원과 같은 다수의 광원이 대형 디스플레이용으로 각 측면

에 배치될 수 있다.

그러한 도광판(2, 3)은 우수한 광투과율을 갖는 메타크릴 수지로 제조된다. 도 1(a)에 도시된 쐐기형 도광판(2)은 사

출 성형법에 따라 제조되고, 도 1(b)에 도시된 시트형 도광판(3)은 수지 시트로부터의 절취법에 따라 제조된다. 상술

한 사출 성형법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 도트 및 라인과 같은 패턴을 그 표면상에 갖는 도광판이 그 표면상에 상기 패

턴을 갖는 금형을 이용하여 제조되고, 상기 패턴이 반사층의 패턴이 되는 도광판을 프린팅 없이 제조하려는 시도가 

실시되었다. 또한 광방출 표면에 상기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광확산성 또는 광배향성을 갖는 패턴이 형성되는 확산판 

또는 프리즘 시트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실시되었다.

사출 성형법에 따른 도광판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본특허 제 2002-46259 A 호에 개시된 방법이 알려져 있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본원에 개시된 이러한 방법은, (1) 캐비티 표면(cavity surface)에 형성된 거친 패턴이 도광판에 만족스럽게 

복사될 수 없고, (2) 성형 사이클 시간이 불만족스럽게 너무 길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본 발명에 있어서, 용어 '복사'는

상술한 '전달'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문제점을 갖지 않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의해 얻

어진 도광판은 두께 정확도, 치수 안정성 및 투명도가 또한 우수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발명자는 도광판(특히, 대형 도광판)의 제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용융 수지를 금형 캐비티속에 주입하는 중에 또는 주입한 후에, 또는 상기 용융 수지를 상기 금형 캐비티속에 유입시

키는 중에 또는 유입시킨 후에 상기 금형 캐비티내에 제공된 용융 수지에 캐비티 면측으로부터 추가의 압력을 가함으

로써 상술한 목적이 달성되고 이에 의해 본 발명이 얻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본 발명은:

(1) 액정 디스플레이용 도광판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고, 고정 금형 및 가동 금형을 포함하며, 이 고정 금형 및 가동 금

형중 적어도 일방의 금형의 캐비티면이 표면에 거친 패턴을 갖고, 14 인치(355 mm) 내지 30 인치(760 mm)의 대각

선 길이를 갖는 금형을 이용하여, 이 금형의 캐비티를 사출 유닛의 실린더에 연결하는 단계,

(2) 상기 실린더에 투명 수지를 공급하여 그 수지를 용융시키는 단계,

(3) 일 도광판당 1 내지 15 cm 3 /s의 사출 속도로 상기 수지를 상기 실린더로부터 상기 금형 캐비티속으로 충전하되

, 상기 수지의 점도가 50 내지 5000 Paㆍs의 범위에 있는 때에 금형의 입구를 통과시키는 단계,

(4) 상기 충전중에 또는 충전후에 상기 금형 캐비티내에 제공된 수지에 상기 금형 캐비티 면측으로부터 추가의 압력

을 가하는 단계, 및

(5) 상기 압력을 유지한 상태하에서 수지를 냉각하여 응고시키고, 이에 의해 표면상에 거친 패턴을 갖는 도광판을 얻

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이다. 이후로, 이러한 방법은 '방법-1'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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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1) 액정 디스플레이용 도광판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고, 고정 금형 및 가동 금형을 포함하며, 이 고정 금형 및 가동 금

형중 적어도 일방의 금형의 캐비티면이 표면에 거친 패턴을 갖고, 14 인치(355 mm) 내지 30 인치(760 mm)의 대각

선 길이를 갖는 금형을 이용하여, 이 금형의 캐비티를 사출 유닛의 실린더에 연결하는 단계,

(2) 상기 실린더에 투명 수지를 공급하여 그 수지를 용융시키는 단계,

(3) 상기 실린더내에 설치된 스크류를 회전시켜, 상기 수지를 상기 실린더로부터 상기 금형 캐비티속으로 연속적으로

유입시키는 단계,

(4) 상기 유입중에 또는 유입후에 상기 금형 캐비티내에 제공된 수지에 상기 금형 캐비티 면측으로부터 추가의 압력

을 가하는 단계, 및

(5) 상기 압력을 유지하면서 상기 수지를 냉각하여 응고시키고, 이에 의해 표면상에 거친 패턴을 갖는 도광판을 얻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이다. 이후로, 이러한 방법은 '방법-2'라 한다.

상술한 방법-1에 사용된 용어 '사출 속도'는, 금형 캐비티속으로의 용융 상태의 투명 수지의 충전의 시작과 종료 사이

의 평균 사출 속도를 의미한다. 상 기 사출 속도는 1 내지 15 cm 3 /s이고, 바람직하게 4 내지 11 cm 3 /s이다. 본 발

명의 사출 속도는 종래 사출 성형법의 사출 속도(20 cm 3 /s 이상) 보다 훨씬 더 느리고, 즉, 본 발명에 있어서, 용융 

상태의 투명 수지가 종래 사출 성형법에 따라 사출된다고 하더라도, 상기 수지는 저속으로 금형 캐비티속에 사출된다.

상술한 단계 (4)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법의 실시예는 넓은 의미의 사출 가압 성형법이다.

상술한 방법-1에 필요한 단계중 하나는 매우 저속으로 용융 수지를 금형속에 충전하는 것이다. 상기 방법의 실시예는

, (i) 종래의 사출 성형기를 사용하여 실린더내에 설치된 스크류의 회전에 의해 수지를 계량 및 축적하는 단계, 및 (ii) 

수지를 용융 상태로 유지하면서 종래의 사출 성형에서 보다 훨씬 저속으로 스크류를 전진시켜 용융 수지를 금형 캐비

티에 충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다.

상술한 방법-2는, 스크류를 회전시킴으로써 발생된 전진 이동력에 의해 금형 캐비티속으로 용융 수지를 유입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술한 방법-2에서의 투명 융용 수지는, 종래의 사출 성형법에 따라 사출되지 않고, 실린더내에 제공된 스크류의 회

전에 의해 금형 캐비티속으로 저속으로 연속적으로 유입된다. 방법-2에 있어서, (i) 상기 캐비티의 표면 온도를 상기 

투명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에 가까이 상승시킨 상태하에서 상기 캐비티속으로 용융 투명 수지를 연속적으로 유입시

키는 단계, 및 (ii) 상기 유입의 완료후에, 상기 유리 전이 온도 이하의 온도로 상기 캐비티의 표면 온도를 하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에 의해 캐비티속으로 유입된 투명 수지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은 

캐비티 면측으로부터 추가 압력을 가하는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방법과 비교하여 이하의 장점을 갖는다: (1) 싱크 마

크(sink mark)가 거의 형성되지 않고, (2) 우수한 외관, 큰 두께 및 큰 면적을 갖는 도광판이 얻어질 수 있고, (3) 거친

패턴이 만족스럽게 복사되고, (4) 열교환 효율(이후에 설명됨)이 높고, (5) 낮은 조임력(clamping force)하에서 성형

이 실시될 수 있고, 또한 (6) 생산 효율이 높다. 방법-2의 단계 (3)에서의 유입 방법의 실시예는 유동 성형법이다. 방

법-2의 단계 (4)에서의 추가적인 가압 방법의 실시예는 넓은 의미의 사출 압축 성형법이다.

본 발명의 투명 수지는 도광판에 필요한 물리적 특성을 갖는 수지이다. 상기 수지의 예는, 메타크릴 수지, 폴리카보네

이트 수지, 폴리스티렌 수지,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및 스티렌의 코폴리머 수지(MS 수지), 비결정질 시클로올레핀계 

폴리머 수지, 폴리프로필렌 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및 스티렌의 

코폴리머 수지(ABS 수지), 폴리술폰 수지, 및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같은 용융-성형성 열가소성 수지이다. 

상술한 메타크릴 수지는, 주 폴리머화 유닛으로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의 폴리머화 유닛을 함유하는 폴리머를 의미

한다. 상기 폴리머의 예는,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의 호모폴리머,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의 코폴리머, 및 알킬 아크릴레이

트(예를 들어, 메틸 아크릴레이트 및 에틸 메타크릴레이트)와 같은 소량(예를 들어, 최대 약 10 중량%)의 모노머이다.

필요한 경우, 각각의 투명 수지는, 금형 분리 작용제, 자 외선 흡수제, 안료, 억제제, 연쇄 이송제, 산화 방지제, 및 방

화제와 같은 작용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사출 속도가 1 cm 3 /s 보다 작은 경우, 충전 불량(short shot)과 유동 마크(flow mark)와 같은 불량한 외관, 및 두께

와 치수의 불충분한 정확도가 발생할 수 있다. 사출 속도가 15 cm 3 /s 보다 큰 경우, 싱크 마크, 및 두께와 치수의 불

충분한 정확도가 발생할 수 있다. 사출 속도는 투명 수지를 충전하는데 필요한 충전 시간(초)으로 성형 제품의 체적(c

m 3 )을 나눔으로써 얻어지고, 상기 체적은 상기 성형 제품의 중량 및 상기 투명 수지의 비중에 기초하여 얻어진다. 

동일한 금형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상술한 계량은 상술한 충전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따라서, 가장 적절한 사출 

속도는 간단한 예비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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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두께를 갖고 싱크 마크가 없는 도광판을 제조하기 위해, 방법-1의 단계(3)에서의 용융 수지의 점도는 50 내지 500

0 Paㆍs 이다. 상기 점도가 50 Paㆍs 미만인 경우, 용융 수지의 온도는 너무 높게 된다. 상기 점도가 5000 Paㆍs 보

다 큰 경우, 용융 수지가 금형 캐비티의 모든 코너에 도달하기 전에 용융 수지는 응고된다.

상술한 점도는:

(1) 이하의 식 (i)에 따라 금형 입구의 단면적(cm 2 )과 사출 속도(cm 3 /s)에 기초하여 금형 입구에서의 선속도(cm/

s)를 계산하는 단계,

선속도 = 사출 속도/단면적 (i)

(2) 이하의 식 (ii)에 따라 금형 입구의 두께(cm)와 상기 선속도에 기초하여 금형 입구에서의 투명 수지의 전단율(s -1

)을 계산하는 단계, 및

전단율 = 선속도/두께/2 (ii)

(3) 상기 투명 수지의 점도와 전단율 사이의 관계(캐필로그래피에 의해 얻어짐)에 기초하여 상기 전단율에서의 점도

를 얻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얻어진다.

본 발명의 금형에 가해진 압력(내부 금형 압력)은, (i) 방법-1의 단계 (3)에서의 투명 수지의 느린 충전 속도, 또는 방

법-2의 단계 (3)에서의 투명 수지의 느린 유동 속도, 및 (ii) 단계 (4)에서 금형의 전체 표면에 가해진 추가 압력 때문

에 종래의 사출 성형법에서의 압력보다 너 낮고, 따라서, 비교적 낮은 조임력에 의해 도광판이 제조될 수 있다. 낮은 

속도로 오랜 시간동안 사출 압력을 가하는데 사출 유닛의 압력이 불충분한 경우, 어큐뮬레이터와 같은 보조 압력 장

치가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저속 사출 충전법(본 발명에 따른 방법-1)은, 종래의 사출 성형기의 모터를 작동시키기 위

해 ROM(read only memory)을 개조함으로써 실린더내에 제공된 스크류의 회전에 의해 금형속으로 투명 수지를 유

입시키는 방법(본 발명에 따른 방법-2)과 결합될 수 있다.

방법-2에서 용융 투명 수지의 유입이 정지될 가능성이 더 작기 때문에, 거친 패턴이 더 바람직하게 복사된다. 방법-2

에서, 스크류 회전에 의해 발생된 계속적인 압력하에서 단계 (3)의 유입이 실시되고, 따라서, 상기 스크류를 계속 회전

시킴으로써 실린더 체적보다 더 큰 체적을 갖는 도광판이 제조될 수 있다. 또한, 금형에 가해진 압력(내부 금형 압력)

은 종래의 사출 성형법에서의 압력의 약 반일 수 있고, 따라서, 큰 면적을 갖는 도광판이 낮은 조임력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방법-2에 사용된 성형기는, 방법-2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종래의 사출 성형기의 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ROM(read only memory)을 개조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거친 패턴의 예는 도트 및 라인이다. 도광판상에 복사된 상기 거친 패턴은, 액정 디스플레이의 측면을 향해

상기 도광판을 통과하는 광을 반사하기 위해 반사층에 제공된 패턴과 일치하고, 또는 상기 도광판의 정면측(방사측)

에서 광을 확산 및 방사하기 위해 광확산측에 제공된 패턴과 일치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양 캐비티 표면상에 거친 패

턴을 갖는 금형을 사용하여 동시에 반사층 및 광확산층에 패턴을 복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거친 패턴은 금형의 내면에 직접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거친 패턴을 쉽게 형성하고, 또는 다른

상이한 거친 패턴과 쉽게 교환하기 위해, (i) 거친 패턴을 가지며 개별적으로 제조된 캐비티 플레이트를 금형의 내면

에 설치하거나, 또는 (ii) 상기 캐비티 플레이트를 금형의 내면에 적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비티 플레이트에 거친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의 예에는, 스탬퍼법(stamper method), 샌드 블라스트법(sand blast method), 에칭법, 레

이저 가 공법, 밀링법 및 전기 성형법이 있다. 그러한 거친 패턴을 설계하기 위한 방법의 예에는 광학적 시뮬레이션 방

법이 있다. 예를 들어, 프린팅(printing) 대신에 반사층에 제공된 패턴은, 광확산 패턴에 밀도 및 크기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면적으로서 균일하게 방사광을 확산할 수 있고, 그 밀도 및 크기는 냉음극선관의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의 증가와

함께 증가된다. 캐비티 플레이트를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는 상기 거친 패턴을 형성하는데 적절한 재료일 수 있고, 

그 두께는 가능한 한 얇은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 약 0.5 mm 내지 약 5 mm 인 것이 바람직하다.

(i) 우수한 경면을 갖는 도광판을 얻고, (ii) 금형 분리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거친 패턴을 갖지 않는 금형의 캐비티 면

측은 도금된 경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금층용 재료의 예는, 티타늄 카바이드(TiC), 질화 티타늄 카바이드(TiC

N), 질화 티타늄(TiN), 텅스텐 카바이드(W 2 C), 크롬(Cr) 및 니켈(Ni)이다. 상기 도금층은 연마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캐비티속으로 충전 또는 유입된 투명 수지는 상기 금형의 캐비티 면측을 통해 가열 및 냉각되고, 따라서, 도광판의 열

교환은 캐비티 면측 부근의 열 전도성에 좌우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서의 용융 수지의 사출 속도가 종래의 사출 

성형법에서의 용융 수지의 사출 속도보다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상기 용융 수지와 금형과의 접촉으로 인한 냉각 효

과에 의해서만 도광판의 표면에 거친 패턴을 만족스럽게 복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1) 금형 캐비티의 표면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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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 지의 유리 전이 온도(Tg℃)에 근접하고, 즉, Tg-5℃ 와 Tg+25℃ 사이인 상태하에서 상기 캐비티속으로 상

기 수지를 충전 또는 유입시키는 단계, 및, (2) 상기 금형 캐비티의 표면 온도를 상기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Tg℃)보

다 적어도 50℃ 낮은 온도로 하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캐비티내에 함유된 투명 수지의 온도를 조절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온도 조절 방법의 예는, 금형 캐비티의 내부 부근에 설치된 통로(유체 통로)를 통해 열전달 매체와 냉각제를 

교대로 통과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른바 열전달 매체/냉각제 교환 방법이다. 그러한 온도 조절 방법에 따른 성형

법은 냉각-가열 사이클 성형법으로 불린다. 상기 열전달 매체 및 냉각제의 예는 기계용 오일 및 물이다. 그들 중에서, 

물이 냉각제로서 바람직하고, 가압수가 열전달 매체로서 바람직하다.

상기 냉각-가열 사이클 성형법에 있어서, 금형의 캐비티 면측 부근에 구리 또는 구리 합금과 같은 금속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금속은 금형의 본체(금형 베이스)를 구성하는 금속(일반적으로, 강 재료)보다 더 큰 열 전도성을 

갖는다. 특히, 일반적인 강 재료보다 3배 내지 6배의 열 전도성을 갖는 베릴륨-구리(즉, 약 0.3 내지 약 3 중량%의 베

릴륨을 함유하는 구리 합금)가 바람직하다. 특히, 금형의 캐비티 면측 부근에는 캐비티 블럭이 배치되어 있고, 이 캐

비티 블럭은, (i) 금형의 본체를 구성하는 재료와는 상이한 재료(예를 들어, 베릴륨-구리)로 제조되고, (ii) 그 내부에 

유체 통로를 갖는다. 그러한 구조에 의해, 강 재료로 제조된 종래의 캐비티 면측에 필요한 시간의 반 정도의 시간안에 

온도가 상승 또는 하강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술한 거친 패턴을 더 바람직하고 균일하게 복사하기 위해, 방법-1의 단계 (4) 에서의 충전중에 

또는 충전후에, 그리고 방법-2의 단계 (4) 에서의 유입중에 또는 유입후에 캐비티 면측으로부터 추가의 압력이 각각 

가해진다. 상기 추가의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법의 예는 종래의 사출 압축 성형법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사출 압축 성형법은 저압 성형법의 일종이다. 사출 압축 성형법은 대략 2개의 방법, 즉, (1) (i) 캐비티를 일시적으로 

약간 팽창시켜서 캐비티속으로 용융 수지를 쉽게 충전하는 단계, 및, (ii) 소정의 형상을 형성하기 위해 성형 제품의 일

부면 또는 전체면을 가압 및 압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및 (2) (i) 일 압축 행정에 의해 이전에 개방된 금형 개비

티속으로 용융 수지를 사출하는 단계, (ii) 상기 수지의 충전중에 또는 충전후에 금형을 페쇄하는 단계, 및 (iii) 조임력

으로 압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분류된다. 첫번째 방법은 좁은 의미의 사출 압축법이고, 두번째 방법은 일

반적으로 사출 가압법으로 불린다. 사출 압축법은 3개의 방법, 즉, 로린크스법(Rolinx process), 마이크로금형 시스

템(micromold system), 및 사출 가압법(injection pressing method)으로 분류된다.

로린크스법은 2개의 방법, 즉, (1) (i) 금형의 분할면(parting plane)을 개방하지 않고서 용융 수지를 사출하는 단계, 

및 (ii) 가압 및 압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및, (2) (i) 금형의 분할면을 약간 개방한 상태하에서 용융 수지를 사 

출하는 단계, 및 (ii) 가압 및 압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분류된다. 첫번째 방법은, (i) 약한 조임력으로 유지

된 금형속으로 용융 수지를 사출하고, 이에 의해 사출 압력보다 더 약한 조임력에 의해 충전 공정중에 분할면이 자동

으로 개방되는 단계, 및 (ii) 충전의 완료후에, 강한 조임력으로 전환시켜서 팽창된 캐비티를 압축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금형의 분할면으로부터 어떠한 플래시(flash)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할면은 예를

들어 유압 실린더 또는 스프링에 의해 가압된다. 더 일반적인 로린크스법은, (i) 분할면을 약간 개방한 상태하에서 금

형 캐비티속으로 용융 수지를 충전하는 단계, 및 (ii) 강한 조임력으로 전환시켜, 이에 의해 금형이 완전히 폐쇄되고, 

캐비티내에 함유된 수지가 가압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 플래시를 형성하지 않기 위해, 금형의 캐비티 및 

코어가 카운터 록 구조(counter lock structure)를 갖는 프레스-컷형 금형이 사용된다.

마이크로금형 시스템은, (i) 금형의 분할면을 폐쇄한 상태하에서 소정량의 용융 수지를 사출하는 단계, (ii) 개별적으

로 존재하는 다른 가압 장치로 수지의 일부를 압축하는 단계, 및 (iii) 가압 및 압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다. 이

러한 시스템에서, 충전된 수지의 일부만이 압축된다.

사출 가압법에 있어서, 성형은 금형 형조임 기구(mold clamping mechanism) 또는 프레스(press)의 조임력에 의해 

거의 실시된다. 사출 가압법의 일반적인 방법은, (i) 일 압축 행정에 의해 개방된 금형 캐비티속으로 용융 수지를 사출

하는 단계, (ii) 상기 수지의 충전중에 또는 충전후에 가동 금형을 이동시켜 금형을 폐 쇄하는 단계, 및 (iii) 조임력으로

압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 금형 구조는 개방된 분할면을 갖는 로린크스법과 거의 동일하고, 금형의 분할면은 프

레스-컷형을 갖는다. 이 방법은 넓은 투영 면적을 갖는 얇은 성형 제품에 적절하다.

이들 사출 압축 성형법의 장점의 예는 일반적으로, 복사 능력 및 광학 특성의 개선; 용접 라인, 플래시 및 변형의 감소;

및 저압 성형으로 인한 성형기의 소형화이다. 본 발명의 도광판이 일 표면에 거친 패턴 및 다른 표면에 평평함을 갖고,

또는 양 표면에 거친 패턴을 갖기 때문에, 각각의 표면의 전체 영역에 균일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

서, 압축중에 캐비티의 모든 면측을 가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특히, (1) 전체 영역을 가압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사출 압축법인 상술한 로린크스법, 및 (2) (i) 일 압축 행정에 의해 개방된 금형 캐비티속으로 용융 수

지를 사출하는 단계, 및 (ii) 압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출 가압법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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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캐비티속으로 용융 수지를 충전 또는 유입시키는 경우, 금형 캐비티속으로 이산화탄소가 주입될 수 있다(JP 10

-128783-A 및 JP 11-245256-A). 이산화탄소의 주입은, (1) 사출 실린더내에서의 스크류의 회전 전달 기능에 의해

금형 캐비티속으로 용융 수지를 충전하는 방법, 및 (2) JP 2002-117690-A 및 JP 2002-46259-A에 개시된 바와 같

이 매우 저속으로 금형속에 용융 수지를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 양호한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본 발명에 있어서, (1) 

(i) 저속으로 수지를 충전하는 단계, 및 (ii) 이어서 금형을 압축하는 단계와, (2) 금형 온도 조절 기구와의 결합을 통해,

복사 능력이 추가로 개선되고, 또한 주입된 수지 온도가 추 가로 낮아지게 된다.

본 발명은 도 2를 참고로 하여 추가로 설명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적절한 성형 장치의 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종단

면도이다. 이 장치는 사출 유닛(10), 금형(20) 및 형조임 장치(40)로 개략적으로 분할된다.

사출 유닛(10)은, 사출 실린더(11), 사출 실린더내의 스크류(12), 스크류를 회전시키기 위한 모터(13), 스크류를 전방

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램 기구(14), 사출 실린더(11)에 투명 수지를 공급하기 위한 호퍼(15), 사출 실린더의 외부에 

설치된 가열기(16), 및 사출 실린더의 단부에 설치되어 있고 용융 수지를 사출하는 사출 노즐(18)을 주로 포함한다.

금형(20)은, 고정 금형(21) 및 가동 금형(22)을 포함한다. 고정 금형(21)의 측면에는, 사출 노즐(18)로부터 사출된 용

융 수지를 통과시키기 위한 가열통(23)(가열됨), 및 핫 팁 부싱(24)내에 설치된 핫 런너(25)(가열됨)가 존재한다. 핫 

런너의 단부에는, 그 단면적이 가동 금형(22)을 향해 테이퍼 형상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스프루(26; sprue)가 형

성되어 있다. 핫 팁 부싱(24)은 일반적인 개방 게이트 형태의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금형내에서의 압축 성형중에 수

지가 게이트로부터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 게이트가 개방되고 또한 상기 개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압력 유지 단계 후의 단계와 같은 단계에서 이 게이트가 폐쇄되는 밸브-게이트 형태와 같은 구조가 바람직하다.

고정 금형(21) 및 가동 금형(22)의 연결측에는, 양 금형(21, 22)을 따라 런너(27)가 형성되어 있다. 런너(27)는 스프

루(26)와 연결되어 있고, 이 런너의 반대 단부는 게이트(28)이다. 고정 금형(21)에 가동 금형(22)을 결합함으로써 성

형 제품용 캐비티(29)가 형성되어 있고, 이 캐비티(29)는 게이트(28)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에 있어서, 

캐비티(29)는 게이트(28), 런너(27), 스프루(26) 및 핫 런너(25)를 통해 사출 유닛(10)의 실린더(11)에 연결되어 있다

. 고정 금형(21)은 고정판(31)에 고정되어 있고, 고정측상의 캐비티 블럭(32)은 캐비티(29)의 면측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가동 금형(22)은 가동판(41)에 고정되어 있고, 가동측상의 캐비티 블럭(33)은 캐비티(29)의 면측에 설치되어 

있다. 금형은 가동판(41)에 의해 개방 또는 폐쇄되는데, 이 가동판은 이하에서 설명된 형조임 장치(40)에 의해 전후 

방향으로 이동된다.

고정 금형(21)의 캐비티 블럭(32) 및 가동 금형(22)의 캐비티 블럭(33)의 내부에는, 열전달 매체 및 냉각제용 유체 통

로(34)가 캐비티(29)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금형의 온도, 더 자세히는 캐비티 플레이트(36)의 표면 온도는, 제어기를

갖는 온도 조절 장치에 의해 유체 통로(34)에 열전달 매체 및 냉각제를 교대로 통과시킴으로써 성형 사이클중에 목적

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정 금형의 캐비티 블럭(32) 및 가동 금형의 캐비티 블럭(33)은 금형

의 본체(21, 22)를 구성하는 금속(예를 들어, 강 재료)의 열 전도성보다 더 높은 열 전도성을 갖는 베릴륨-구리 합금

과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정 금형의 캐비티 블럭(32) 및 가동 금형의 캐비티 블럭(33)내에 유체 

통로(34)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한쪽의 캐비티 블럭내에만 유체 통로를 형성하고 또한 그 유체 통로

에 열전달 매체 및 냉각제를 교대로 통과시킴으로써 상응하는 양호한 효과가 얻어질 수 있다.

고정 금형의 캐비티 블럭(32)의 캐비티(29)의 면측 및 가동 금형의 캐비티 블럭(33)의 캐비티의 면측은 캐비티 플레

이트(36, 36)를 포함하는데, 이 캐비티 플레이트는 반사층의 패턴 또는 광확산층의 패턴을 위한 거친 패턴을 도광판

의 한쪽면 또는 양쪽면에 형성한다. 상기 캐비티 플레이트는 금형에 삽입되거나, 또는 금형에 적층된다. 캐비티 플레

이트(36, 36)는, 베릴륨-구리 합금과 같은 높은 열 전도성을 갖는 재료로 제조될 수 있고, 또는 미리형성된 다양한 거

친 패턴을 갖는 스테인레스 강제 플레이트와 같은 플레이트가 높은 열 전도성 금속으로 제조된 캐비티 블럭(32, 33)

의 표면에 적층될 수 있다. 캐비티 플레이트(36, 36)는, 반사층의 패턴 또는 광확산층의 패턴을 위한 거친 패턴을 형

성하는 면측에 설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광판이 일측면에 거친 패턴 및 타측면에 평평한 표면을 갖는 경우, 상기 

평평한 표면에 대응하는 캐비티 면측은 캐비티 플레이트(36)를 가질 수 있고, 또는 캐비티 블럭(32, 33)은 금속 표면

을 가질 수 있고, 또는 캐비티 블럭(32, 33)은 표면에 도금 표면을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금형을 미리 개방함으로써 형성된 간극에 수지가 채워지기 때문에, 플래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정 금형(21)과 가동 금형(22)과의 연결측은 카운터 록 구조의 프레스-컷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는, 

고정 금형(21)과 가동 금형(22)과의 연결측에 슬라이드 코어(37, 37)를 배치함으로써 카운터 록 구조가 형성되는 실

시예를 도시한다. 즉, 본 발명은 앵귤러 구조를 갖고, 슬라이드 코어(37, 37)의 경사부는 가동 금형(22)의 경사부와 동

일한 경사를 갖고, 이에 의해 가동 금형(22)을 고정 금형(21)을 향해 이동시킴으로써 금형을 압축하면서 슬라이드 코

어(37, 37)(금형의 단부측)가 점차적으로 제품 캐비티를 향해 미끄러지고, 이에 의해 간극이 메꿔진다. 반대로, 금형

이 개방되면, 성형 제품의 측면 단부와 접촉된 슬라이드 코어(37)가 미끄러져서 성형 제품이 분리된다. 이러한 예에서

, 금형이 약간 개방된 상태하에서 압축될 때 분할면으로부터 수지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슬라이드 코어(37,

37)는 고정 금형(21)의 측면에 설치되어 있다(도 3 참조). 최대 너비 1000 ㎛로 분할면이 개방될 때 간극으로부터 어

떠한 수지도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동부의 단부 측면(제품의 외부 측면)은 약 20 내지 약 200 ㎛의 간극을 형



공개특허 10-2004-0057933

- 8 -

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스프루(26)에 대향하는 가동 금형(22)의 내부에는, 제품을 압출하기 위한 이젝터 핀(38)이 설치되어 있다. 이젝터 핀(

38)은 이젝터 장치에 의해 전방 또는 후방으로 이동한다.

형조임 장치(40)는, 가동판(41), 유압 실린더(42), 및 유압 실린더(42)내에서 전방 또는 후방으로 이동하는 유압 램(4

3)을 주로 포함한다. 가동판(41)과 유압 램(43) 사이의 소정의 위치에는 위치결정 센서(도시되지 않음)가 배치되어 있

고, 이에 의해 가동판(41)의 위치가 검출된다. 금형(20)을 폐쇄하는 경우, 위치결정 센서에 따라 소정의 정도로 가동

판(41)이 개방된 상태하에서 용융 수지가 사출 및 충전되고, 선택적인 소정 시간에 도달한 경우, 가동판(41)은 더 조

여지고, 그 결과, 금형 캐비티(29)내의 용융 수지는 더 가압된다. 이 때에, 상술한 이 젝터 핀(38)을 가압함으로써 이

젝터 핀으로부터 추가적인 압력이 제공될 수 있다.

도 2에 유압 금형 형조임 기구가 도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암으로 기계적으로 조이는 토글식 형조임 기구가 사용될 수

있다. 도 3은 그러한 경우의 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종단면도이다. 도 3에는 사출 유닛의 사출 노즐(18)만이 도시되

어 있고, 사출 유닛의 다른 부분은 생략되어 있다.

도 3에는 개방된 금형(20)이 도시되어 있다. (1) 금형이 개방되어 있고, (2) 가동판(41)의 중심에 이젝터 장치(44)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금형(20)이 도 2에 도시된 금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도 2의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로 표시되어 있고, 따라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3에 도시된 형조임 장치(40)는, 가동판(41), 상기 가동판을 전방 또는 후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한쌍의 아암(45, 

45), 그 위에서 지지되는 가동판(41)을 이동시키기 위한 레일(46), 및 한쌍의 타이 바아(47, 47)를 주로 포함한다. 가

동판(41)의 하단부는 베이스판(48)을 통해 레일(46)상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이 하단부는 아암(45, 45)의 신장 또는 

수축에 의해 조임 방향 또는 금형 개방 방향으로 이동된다.

다음으로, 도 2 또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사출 유닛(10), 금형(20) 및 형조임 장치(40)를 포함하는 성형기를 사

용하여 복사된 패턴을 갖는 대형의 도광판을 성형하기 위한 방법이 설명된다. 먼저, 열전달 매체는 금형(20)내의 유체

통로(34)를 통과하고, 이에 의해 캐비티(29)의 부근은 소정의 온도로 가열된다. 금형(20)을 조이는 경우, 위치결정 센

서(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소정의 정 도로 가동판(41)이 개방된 상태하에서 일시적인 조임이 실시된다.

그리고 나서, 용융 수지의 사출시에 스크류 회전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 스크류(12)는 모터(13)에 의해 회전되고, 투

명 수지는 호퍼(15)로부터 사출 실린더(11)에 공급된다. 공급된 수지는, 가열기(16)에 의한 가열, 스크류(12)의 회전

에 의한 전단 가열, 및 그에 따른 마찰 가열에 의해 소성화되어 용융 혼합되며, 그리고 나서 스크류(12)의 회전에 의해

단부를 향해 이동되고, 그리고 나서 소정량으로 계량된다. 그 후에, 스크류(12)는 램 기구(14)에 의해 전방으로 이동

되고, 용융 수지는 금형속으로 사출 및 유입된다. 사출된 용융 수지는, 핫 런너(25), 스프루(26), 런너(27) 및 게이트(

28)를 통해 캐비티(29)쪽으로 연속적으로 이동된다. 이 실시형태에서, 게이트(28)를 통과하는 용융 수지의 점도는 50

내지 5000 Paㆍs이고, 하나의 성형 제품당 사출 속도는 1 내지 15 cm 3 /s 이고, 바람직하게 4 내지 11 cm 3 /s 이

다.

한편, 용융 수지의 사출시에 스크류 회전이 또한 이용되는 경우, 거의 최전방 위치에 스크류(12)가 존재하는 상태하에

서 스크류(12)는 모터(13)에 의해 회전되고, 투명 수지는 호퍼(15)로부터 사출 실린더(11)에 공급된다. 공급된 수지

는, 가열기(16)에 의한 가열, 스크류(12)의 회전에 의한 전단 가열, 및 그에 따른 마찰 가열에 의해 소성화되어 용융 

혼합되며, 그리고 나서 스크류(12)의 회전에 의해 단부를 향해 이동되고, 그리고 나서 핫 런너(25), 스프루(26), 런너(

27) 및 게이트(28)를 통해 캐비티(29)쪽으로 연속적으로 이동된다. 이 때에, 스크류(12) 의 전방쪽으로 이동된 수지의

압력에 의해 스크류(12)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 스크류(12)를 상기 위치에 유지하기 위해, 스

크류(12)의 후부로부터 소정의 압력보다 더 높은 배압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충전하에서 수지의 압력에 의

해 스크류(12)가 후방으로 이동하지 않고, 충전된 수지의 압력에 의해 스크류가 후방으로 이동하도록 그러한 배압이 

제공된다. 이러한 경우, 사출 유닛의 실린더(11)내에서 스크류(12)가 회전하는 상태하에서 용융 수지가 금형 캐비티(

29)속으로 연속적으로 유입되는 유동 성형법과 같은 방법이 바람직하다.

실린더(11)내에서 스크류(12)가 회전하는 상태하에서 용융 수지가 금형 캐비티(29)속으로 연속적으로 유입하는 경우

에 있어서, 스크류의 회전 속도는 유입 사출 속도에 관련되어 있고, 스크류의 회전 속도가 높을수록 유입 사출 속도는

더 높게 된다. 스크류의 회전 속도는, 스크류의 직경, 성형 제품의 두께, 및 하나의 금형에 의해 성형된 제품의 개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약 20 내지 약 180 rpm 의 범위로부터 일반적으로 적절하게 선택된다. 스크류의 회전 속도는 바람

직하게 150 rpm 이하이고, 더 바람직하게 약 35 rpm 이다. 하나의 금형을 이용하여 2개의 제품과 같이 2개 이상의 

제품을 성형하는 경우, 스크류의 회전 속도는 하나의 성형 제품당 소정의 사출 속도를 얻도록 조정된다.

임의의 실시형태에서 용융 수지를 유입시키는 상태하에서 금형의 온도, 특히, 캐비티 플레이트(36, 36)의 표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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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성형 사이클과 관련하여, 사출 개시시의 온도 

는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보다 높지 않다. 적어도 다음 압력 유지 단계가 실시되기 전에, 캐비티(29)의 측에서의 캐비

티 플레이트(36, 36)의 표면 온도를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도를 더 신속하게 

상승 또는 하강시키도록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형의 표면 온도는 사용된 투명 수지의 종류에 좌우되고, 그 온도는 일반적으로 약 90 내지 약 150℃이다. 메타크릴

수지의 경우에 있어서, 메타크릴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는 약 105℃이고, 따라서, 금형의 표면 온도는 바람직하게 약 

105 내지 약 130℃이다. 또한, 용융 수지의 사출 온도(사출 실린더(11)내의 수지 온도)는 사용된 투명 수지의 종류에 

좌우되고, 그 온도는 일반적으로 약 170 내지 약 300℃이다. 메타크릴 수지의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 온도는 약 2

00 내지 약 300℃이고, 바람직하게 약 220 내지 약 270℃이다. 이 때의 배압은 스크류의 선단부에서의 수지 압력에 

따라 약 20 내지 약 45 MPa 이다.

금형의 온도 조절을 위해, 열전달 매체는 유체 통로(34)를 통과하고, 이에 의해 금형의 캐비티 표면 온도는 수지의 유

리 전이 온도 가까이로 상승한다. 예를 들어, 메타크릴 수지의 경우에 있어서, 100℃ 이상, 더 자세히는 약 110 내지 

약 130℃의 온도로 가열된 가압수와 같은 열전달 매체를 유체 통로(34)를 통해 통과시킴으로써 상기 캐비티 표면 온

도는 약 100℃로 상승한다. 이 온도에 도달된 때에, 수지의 충전(사출 또는 스크류 회전)이 시작된다. 이러한 상태하

에서 수지가 충전되는 경우, 금형의 표면 온도는 상술한 충전 개시 전의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 즉,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 이상의 온도, 예를 들어 메타크릴 수지의 경 우 약 105 내지 약 130℃의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캐

비티속으로 유입된 수지의 온도가 상술한 캐비티 표면 온도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충전의 완료 후에, 유체 통로(34)

의 경로에 설치된 밸브를 변경하고, 또한 약 10 내지 약 40℃의 온도를 갖는 물과 같은 냉각제를 유체 통로(34)를 통

해 통과시킴으로써 금형 캐비티(29)는 급속히 냉각된다. 충분히 냉각된 후에, 밸브를 변경하여 유체 통로(34)를 통해 

열전달 매체를 다시 통과시키는 상태하에서 금형은 적절한 금형 온도에서 개방되고, 그리고 나서, 압출에 의해 성형 

제품이 배출된다. 수지를 충전하는데 충분한 금형 온도에 도달하면, 다음 사이클이 시작된다.

캐비티(29)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즉, 충전 불량의 상태하에서 압력 유지 단계가 시작된다. 이 때에, 금

형(20)은 가동판(41)에 의해 점차적으로 완전히 조여지고, 이에 의해 캐비티(29)내의 용융 수지는 두께 방향으로 압

축되고, 또한, 적절한 유지 압력이 추가된다. 유지 압력 자체가 낮아지고 성형이 저압하에서 실시될 수 있어 캐비티 면

측으로부터 추가 압력을 가하기 위한 조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출 실린더의 측면으로부터의 유지 압력의 추가와 

동시적으로 사출 후에 캐비티의 면측으로부터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린더내에서 스크류를 회

전시킨 상태하에서 금형 캐비티속으로 용융 수지를 연속적으로 유입시키는 경우, 스크류(12)는 충전된 수지 압력에 

의해 약간 후방으로 이동하고, 따라서, 스크류(12)가 소정의 거리만큼 후방으로 이동하는 때에 유지 압력이 추가된다.

유지 압력의 추가가 시작되는 경우, 유체 통로(34)를 통과하는 매체는 타이 머를 설정하거나 또는 스위치 밸브를 변

경하는 것과 같은 방법에 의해 냉각제로 변경될 수 있다. 금형의 압축 및 유지 압력은 소정의 시간동안 유지되고, 냉각

제는 유체 통로(34)를 통과하므로, 압력 유지의 완료시의 금형 캐비티의 표면 온도는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 이하의 

온도에 도달한다. 유지 압력의 유지 및 압축의 완료 후에, 고정 금형(21) 및 가동 금형(22)은, 제품의 두께에 따라 냉

각에 필요한 시간동안, 예를 들어 약 5 내지 약 150 초 동안, 바람직하게 약 20 내지 약 80 초 동안 추가로 폐쇄된 상

태로 유지된다.

배출된 성형 제품이 변형되지 않는 온도로 성형 제품을 냉각하기 위해 소정의 냉각 시간이 지나간 경우, 가동 금형(22

)은 개방되고, 성형 제품은 이젝터 핀(38)으로 압출됨으로써 배출된다. 성형 제품을 배출한 후에, 유체 통로(34)내의 

매체는 열전달 매체로 바뀌고, 이에 의해 캐비티의 표면 온도는 바람직하게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 이상의 온도로 다

시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가동 금형(22)은 폐쇄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사이클이 시작되어 성형 제품이 제조된다. 또

한, (i) 성형 제품이 배출되는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로 냉각하는 단계, (ii) 성형 제품이 캐비티(29)내에 존재하는 상태

하에서 유체 통로(34)내의 매체를 냉각제에서 열전달 매체로 변경하는 단계, 및 (iii) 온도를 상승시키는 중에 성형 제

품을 배출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도 4는 2개의 제품(도광판)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 구성의 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i) 사출 노즐(18)로부터 사출된 용융 수지를 핫 런너(25)의 경로상에서 2개의 채널로 분할하는 단계, 및 (ii) 캐비 티(

29, 29)에 대응하는 스프루(26, 26) 및 게이트(28, 28)를 통해 캐비티(29, 29)속으로 용융 수지를 유입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 허용된다. 3개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이 이러한 예에 따라 설계될 수 있다.

도 5는 2개의 도광판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의 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5는 도 2의 종단면도에 도시된

성형기의 금형(20)의 단면도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도 5에서, 도 2에 도시된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로 표시되어 있고, 따라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러한 예에서, 고정 금형(21)의 측면상의 캐비티 블럭(32)

은 중심에 노즈부(nose)를 갖는 하나의 본체로 구성되고, 이에 의해 캐비티(29, 29)는 분할 구조를 갖는다. 캐비티(29

, 29) 사이의 경계에는 작은 간극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이 부분에는 프레스-컷형 카운터 록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 실시예에서, 고정측상의 캐비티 블럭(32)에만 캐비티 면측의 캐비티 플레이트(36, 36)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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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성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은, (i)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갖는 매체(열전달 매체)를 금

형내의 유체 통로를 통해 통과시키는 단계, (ii) 금형 캐비티의 표면 온도를 상기 유리 전이 온도와 거의 동일한 온도 

또는 그 보다 더 높은 온도로 상승시킨 상태하에서 실린더에 수지를 공급하는 단계, 및 (iii) 금형 캐비티속으로 용융 

수지를 사출 및 충전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실린더내에서 스크류를 회전시킨 상태하에서 용융

수지를 금형 캐비티속으로 유입시키는 실시형태를 사용하는 경우, (1) 스크류의 회전에 의한 실린더로의 수지의 공급

, 및 (2) 금형 캐비티속으로의 용융 수지의 사출 및 충 전이 동시에 실시된다. 이 때에, 압축 성형법에 따라 금형이 미

리 개방되거나, 또는 수지 압력에 의해 금형이 개방되도록 낮은 조임력이 설정되며, 이리하여 고정 금형과 가동 금형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금형 캐비티의 코너와 같은 단부까지 용융 수지가 충전된 후에, 또는 상기 충전중에, 금형 분리선의 압축하에서

유지 압력이 추가된다. 유지 압력의 추가가 시작되는 때에, 추가중의 임의의 때에, 또는 추가가 완료되는 때에, 금형내

의 유체 통로를 통과하는 매체는 상술한 유리 전이 온도 이하의 온도, 및 바람직하게 부하 변형 온도(load deflection 

temperature) 이하의 온도를 갖는 냉각제로 변경되어서, 냉각 단계가 시작된다. 그 후에, 금형이 개방되고, 성형 제품

이 배출된다.

그렇게 얻어진 성형 제품(도광판)은 두께 및 외부 치수에 있어서 우수한 정확도를 갖고, 안정한데, 그 이유는 (i) 일반

적인 사출 성형법과 비교하여 용융 수지가 연속적이고 매우 느리게 금형 캐비티속으로 사출 및 충전되고, 따라서, 냉

각에 의한 체적 축소를 항상 보상하면서 상기 수지가 충전되고, 또한 (ii) 금형의 압축 작동이 채택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체적 축소는 안정하고, 그 결과, 제품 치수가 안정하고, 제품의 두께는 거의 일정하다. 실린더내에서 스크류를 회

전시키면서 금형 캐비티속으로 투명 수지를 연속적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성형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출 성형법과 비

교하여 사출 실린더내에는 용융 수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수지의 공급 단계 및 수지의 사출 단계가 동

시에 실시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더 우수한 치수 안정성 및 높은 투명도를 갖는 제품이 얻어진 다. 또한, 이러한 성형 

제품의 하나 이상의 표면이 반사층 또는 광확산층에 상응하는 복사된 패턴을 갖기 때문에, 이하의 프린팅 단계는 생

략될 수 있다. 이리하여, 커팅 아웃 방법에 의해 메타크릴 수지 시트로 제조된 도광판과 비교하여 하나의 도광판당 전

체 비용이 더 작게 된다. 일반적인 사출 성형법과 비교하여 밀도의 더 적은 비균일성 및 분자의 더 적은 이방성으로 

인해 이러한 성형 제품은 작은 성형 스트레인을 또한 갖는데, 그 이유는 (i) 수지가 고온으로 금형 캐비티속에 충전되

고, 또한 (ii) 금형의 압축 작동이 채택되기 때문이다.

또한, (i) 매우 저속으로 금형 캐비티속으로 용융 수지를 사출하고, 또한 (ii) 충전중에 또는 충전후에 캐비티내의 용융

수지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여 금형을 압축함으로써 이하의 기능 및 효과가 얻어진다:

(1) 압축 단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열교환 효율이 높고, 성형 제품을 냉각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성형 제품의 냉각 단계에서 캐비티의 표면과 성형 제품의 표면이 더 밀접히 접촉하고, 따라서, 도광판

의 생산성이 높고, 짧은 사이클 시간을 갖는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성형 제품의 각각의 코너는 캐비티의 모든 면측을 압축함으로써 가압되고, 따라서, 밀도는 균일하고 싱크 마크는 

거의 형성되지 않고, 그 결과 바람직한 성형 조건 및 개선된 성형성의 광범위한 선택이 가능하다.

(3) 성형 제품의 모든 측면의 균일한 압축으로 인해, 성형 스트레인(잔류 응력)은 균일하게 낮아지고, 낮은 응력 및 낮

은 스트레인을 갖는 성형 제품이 얻어지고, 뒤틀림(warpage)이 쉽게 제어된다.

(4) 캐비티 표면에 제공된 거친 패턴은 더 균일하게 복사될 수 있고, 또한 각각의 단부에 압력을 균일하게 제공함으로

써 더 높은 전달율로 복사될 수 있다.

(5) 충전 압력 및 유지 압력은 저압으로 설정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체적 축소에 의해 수반된 두께 방향으로의 성형 

제품의 축소가 금형 자체의 압축에 의해 보상되고, 그 결과 낮은 조임력하에서 성형이 가능하고, 또한 종래의 성형기

의 성능 보다 더 낮은 성능을 갖는 성형기를 사용하여 대형의 제품이 제조될 수 있다. 사출 성형법에 있어서는, (제품

의 투영 면적 ×금형내의 실제 압력) 이상의 조임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금형은 수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개방되

며, 그리고 나서 수지가 누출되고, 따라서, 대형의 도광판을 성형하기 위해 450 내지 1000 톤의 힘을 일반적으로 갖

는 대형의 성형기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저압의 경우, 중간급의 성형기라도 적용될 수 있고,

(6) 금형의 벽은 성형 제품의 표면과 더 밀접히 접촉되고, 따라서, 금형과 성형 제품 사이의 열교환은 더 향상되고, 그

결과 냉각 시간이 단축되고 따라서 성형 사이클이 단축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성형 도광판의 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도광판(50)은 스프루

(51), 케이트(52), 도광판의 본체(53), 및 클램핑부(54, 54)를 포함하고, 게이트(52)는 성형후에 절단된다. 이러한 예

에서, 미리 캐비티 플레이트에 제공된 패턴은 본체(53)의 고정 금형의 측면상에 복사된다. 이 패턴은 광학적 시뮬레이

션에 의해 결정되고, 패턴의 종류는 원, 삼각형 및 정사각형, 그 조합을 포함하는 도트형 패턴, 슬릿형 홈 패턴(slit-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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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grooved pattern) 및 매트형 양각 패턴(mat-like embossed pattern)과 같이 입사광을 확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갖

는 공지된 패턴일 수 있다. 도트형 패턴의 경우, 모든 도트의 직경 및 도트의 배치 밀도는 일반적으로 광원의 입사측으

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백 라이트 유닛에 사용되는 투명성 및 치수 안정성과 같은 특성이 우수한 대형의 도광판이 제조될 

수 있다. 상기 백 라이트 유닛은 데스크탑 개인용 컴퓨터 및 액정 디스플레이 텔레비젼 세트와 같이 14 인치(355 mm

) 내지 30 인치(760 mm)의 대각선 길이를 갖는 대형 액정 디스플레이에 사용된다. 또한, 발광측의 반사층 또는 광확

산층에 상응하는 거친 패턴이 금형 캐비티 면측의 적어도 하나의 면측에 형성되고, 또한 상기 거친 패턴이 수지제 성

형 제품에 복사되도록 하는 구조를 본 발명이 갖기 때문에, 본 방법은 (i) 프린팅 단계를 생략할 수 있고, 또한 (ii) 생산

사이클을 단축시킬 수 있고, 따라서, 본 발명은 전체 생산 비용면에 있어서 우수하다. 특히, 본 발명이 수지의 충전중

에 또는 충전후에 금형을 압축하는 단계(즉, 수지의 체적 축소에 따라 두께 방향으로 금형 표면을 압축하는 단계), 및 

성형 제품의 표면에 금형 표면의 거친 패턴을 복사하는 단계를 갖기 때문에, 상기 복사는 추가로 개선될 수 있다. (i) 

금형 캐비티의 표면 온도가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와 거의 동일한 온도로 상승된 상태하에서 캐비티속으로 용융 수지

를 충전하는 단계, 및 (ii)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 이하의 온도로 캐비티의 표면 온도를 낮춤으로써 캐비티내에 충전된

수지의 온도를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즉, 예를 들어, 금형 내부의 캐비티 면측 부근에 유체 통로가 설치 되

고, 이 유체 통로를 통해 열전달 매체 및 냉각제가 교대로 통과하는 열전달 매체/냉각제 교환에 의한 이른바 금형 온

도 조절 방법과 함께 결합되는 경우에 상기 효과는 더 두드러진다.

실시예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이하의 예를 참고로 하여 설명된다.

예 1

(1) 금형의 설계

본 발명에 따라 방법-2를 실시하기 위해, 주식회사 일본제강소제(Japan Steel Works, Ltd)에 의해 제조된 J450 EL I

II-890H를 사용하여 성형기의 ROM이 개조되었다. 금형은 450 톤의 조임력을 갖는 성형기에 설치되는 크기를 가졌

고, 캐비티는 15 인치의 대각선 길이를 갖는 2개의 도광판을 제조할 수 있었다.

도광판의 본체는 도 6에 도시된 형상과 유사한 형상을 가졌고, 이 본체는 31 cm X 24 cm의 크기 및 6 mm의 두께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금형 온도 조절 시스템은, (1) 마쯔이 MFG 주식회사(Matsui MFG. Co., Ltd)에 의해 제조되고 고정측과 가동측에 배

치된 금형 온도 조절기인 MCN-150H-OM, 및 (2) 마쯔이 MFG 주식회사에 의해 제조된 냉각제의 냉각 유닛인 MCC

3-1500-OM, 및 (3) 열전달 매체와 냉각제를 자동으로 교환하기 위한 밸브 스탠드를 포함했다.

상술한 금형은 도 5에 도시된 금형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 고정 금형(21)의 측면상의 캐비티 블럭(32)은, NGK 파

인 몰드 주식회사(NGK Fine Molds, Inc.,)에 의해 제조되며 높은 열 전도성을 갖는 베릴륨-구리 합금인 MP15를 두

께 45 mm로 가공함으로써 얻어졌다. 이 베릴륨-구리 합금은, 베릴륨이 2 중량% 이하의 양으로 구리중에 고용되어 

있고 또한 니켈과 같은 소량의 성분이 첨가되는 석출 경화 합금(precipitation hardening alloy)이다. 캐비티 면측상

에는, 1.5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조되고 패턴을 복사하기 위한 캐비티 플레이트가 형성되었고, 프린팅 

대신에 에칭 처리에 의해 실제 원형 도트 패턴이 미리 제공되었다. 상기 측면은 도광판의 반사층 측면과 일치했다. 상

기 도트 패턴내의 각각의 도트는 세로 방향의 중심에서 컸고, 또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더 작아졌다. 

중심에서, 상기 도트는 약 1.0 mm의 직경, 및 도트중에서 약 1.5 mm의 피치를 가졌다. 광원 측면의 단부에서, 상기 

도트는 약 0.6 mm의 직경, 및 약 1.5 mm의 피치를 가졌다. 가동 금형(22)의 측면상의 캐비티 블럭(33)은, (i) NGK 

파인 몰드 주식회사에 의해 제조된 베릴륨-구리 합금인 25A(JIS의 C1720에 상응)(최고 강도를 갖고, 상술한 높은 열

전도성 베릴륨-구리 합금보다 더 높은 경도를 가짐)를 두께 45 mm 로 가공하고, (ii) 그 표면(캐비티 면측)을 약 100 

㎛의 두께의 니켈로 도금하고, 또한 (iii) 그 표면을 약 25 ㎛로 연마함으로써 얻어졌다. 도금 및 연마된 상기 캐비티 

면측은 도광판의 발광 면측에 일치했다.

슬라이드 코어(37)는 다이도 스틸 주식회사(Daido Steel Co., Ltd)에 의해 제조된 프리하든 강(pre-harden steel)인 

NAK 80으로 제조되었고, 성형 제품의 단부 측면에 상응하는 코어의 부분은 경면 연마되었다. 그 캐비티 부분 주위의

금형의 본체(21, 22)는 종래의 강 재료인 S 55 C로 제조되었다. 사이클중에 금형의 온도를 상승 또는 하강시키기 위

해, 14 mm의 직경을 갖는 유체 통로가 설치되었고, 이 유체 통로는 고정 측면상의 캐비티 블럭(32) 및 가동 측면상의

캐비티 블럭(33)내에 각각 캐비티 면측으로부터 적어도 약 13 mm 내부에 위치되었다. 냉각제용 냉각 유닛으로부터 

공급된 약 15℃의 온도를 갖는 냉각제로서의 냉수, 및 열전달 매체용 온도 조절 유닛으로부터 공급된 약 130℃의 온

도를 갖는 열전달 매체로서의 가압수를 유체 통로를 통해 교대로 통과시킴으로써, 냉각-가열 사이클이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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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지의 성형

이하는 상술한 금형 및 성형 장치, 및 메타크릴 수지를 사용하는 도광판의 제조예이다. 스미토모 화학 주식회사(Sumi

tomo Chemical Co., Ltd)에 의해 제조된 투명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수지인 SMIPEX MGSS가 수지로서 사용되었고,

사출 실린더내의 수지의 온도는 240℃로 설정되었다. 스크류의 회전 속도는 약 10 cm 3 /s의 사출 속도로 설정되었

다. 2개의 성형 제품을 한번에 제조하기 위한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 사출 속도는 20 cm 3 /s 이었다. 130℃로 가열

된 열전달 매체가 유체 통로를 통과하였고, 성형기는, 표면 온도계로 측정된 캐비티 표면 온도가 약 100℃에 도달했

을 경우 자동으로 시동되도록 설정되었다.

가동 금형이 고정 금형쪽으로 이동하여 금형이 폐쇄되었고, 이에 의해 형성된 캐비티속으로 용융 메틸 메타크릴레이

트 수지가 사출되었다(스크류의 회전이 시 작됨). 이 때에, 최전방 위치에서 스크류의 최극단 위치를 유지하면서, 스

크류의 회전하에서 수지가 금형속으로 사출되었다. 게이트를 통과하는 용융 수지의 점도는 상술한 방법에 의해 얻어

졌다.

로린크스법과 같은 사출 압축법에 의해 금형을 압축하는 경우, 조임력은 수지의 충전에 앞서 100 내지 150 톤으로 

설정되고, 이러한 상태하에서 수지가 금형속으로 충전되고, 이에 의해 수지가 충전되는 상태하에서 조임력보다 더 큰

수지 압력에 의해 금형이 점차적으로 개방된다. 금형 개방 간극이 100 ㎛에 도달한 경우에 조임력은 450 톤에 도달하

도록 미리 설정된다. 또한, 금형 개방 간극이 100 ㎛에 도달한 경우, 제로-터치(zero-touch)까지 다시 조임으로써 압

축이 실시된다. 압축은 충전의 완료 직전에 실시된다. 사출 가압법에 의해 금형을 압축하는 경우, 수지가 충전되기에 

앞서 금형은 미리 제로-터치로부터 약 100 ㎛로 개방되고 이 상태에서 수지가 충전된다. 충전의 완료전 또는 완료후

에 기계적 조임이 시작되고, 제로-터치까지 압축이 실시된다.

다음으로, 수지가 캐비티내에 충전된 경우, 스크류는 점차적으로 후방으로 이동한다. 스크류가 후방으로 약 15 mm 

이동하는 경우, 실린더 측면으로부터 유지 압력이 또한 추가되고, 그 때에 유체 통로내의 매체는 냉각제로 교환되어, 

유지 압력의 완료시에 금형 캐비티의 표면 온도가 85℃로 냉각된다. 소정의 시간동안 그러한 상태가 유지된 후에, 유

지 압력은 해제된다. 금형으로부터 발생된 금형의 온도 센서의 값이 20℃에 도달한 경우, 밸브 스탠드는 타이머로 바

뀌고, 이에 의해 열전달 매체는 유체 통로를 통과한다. 금형으로부터 발생된 금형의 온 도 센서의 값이 약 45℃를 나

타내는 경우, 금형은 개방되고, 냉각된 성형 제품이 배출된다. 그 후에, 금형은 다시 폐쇄되고, 금형 캐비티의 표면 온

도는 연속적으로 상승한다. 금형으로부터 발생된 금형의 온도 센서의 값이 100℃를 나타내는 경우, 사출을 개시하기 

위한 신호가 자동으로 성형기로 보내지고, 다음 사이클이 시작된다.

그렇게 얻어진 도광판은, 고정된 치수 정밀도, 캐비티 표면의 거친 패턴의 정확한 복사, 우수한 외관, 및 작은 성형 스

트레인을 가졌다.

참고예 1

본 발명에서 한정된 금형의 입구에서의 사출 속도 및 용융 수지 점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출 및 충전후에 금

형의 압축없이 저속으로 금형 캐비티속으로 용융 수지를 공급함으로써 도광판이 제조된 이하의 비교예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비교예는, 실린더내에서 스크류의 회전하에서 금형속으로 수지를 연속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그 ROM이 

개조되었고, 스미토모 중공업 주식회사(Sumitomo Heavy Industries, Ltd)에 의해 제조된 성형기인 NESTAL 200S

YCAP을 사용했다. 금형은, 조임력 200 톤의 성형기에 설치하여 성형가능한 크기로 설치하고, 캐비티 1개를 취하도

록 하였다. 도광판의 본체는 도 6에 도시된 본체와 유사한 형상을 가졌고, 또한 31 cm ×24 cm의 크기 및 6 mm의 두

께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반사층측에 상응하는 고정 금형 캐비티 면측에는 패턴을 복사하기 위한 캐비티 플레이트가 제공되었고, 그 캐비티 플

레이트는 0.5 중량%의 베릴륨 및 1.6 중량%의 니켈을 함유하는 높은 열전도성 베릴륨-구리 합금으로 제조된 표면을

가졌고, 또한 이 캐비티판은 미리 제공된 프린팅 대신에 에칭 처리에 의해 실제 원형 도트 패턴을 표면상에 가졌다. 

도트 패턴의 각각의 도트는 세로 방향의 중심에서 컸고, 또한 이 도트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더 

작아졌다. 중심에서, 상기 도트는 약 1.0 mm의 직경, 및 약 1.5 mm의 피치를 가졌다. 광원 측면의 단부에서, 상기 도

트는 약 0.6 mm의 직경, 및 도트중에서 약 1.5 mm의 피치를 가졌다. 상술한 대응 발광 측면과 동일한 베릴륨-구리 

합금으로 제조된 가동 금형 캐비티 면측의 표면상에는, 니켈이 도금되었고, 또한, 경면 연마된 캐비티 플레이트가 설

치되었다. 사이클중에 금형의 온도를 상승 또는 하강시키기 위해, 고정 금형 및 가동 금형에는 15 mm의 직경을 갖는 

유체 통로가 설치되었고, 그 유체 통로는 캐비티 플레이트의 측면으로부터 약 9 mm 의 거리로 내부에 위치되었다. 냉

각제용 냉각 유닛으로부터 공급된 약 30℃의 온도를 갖는 냉각제로서의 냉수, 및 열전달 매체용 온도 조절 유닛으로

부터 공급된 약 130℃의 온도를 갖는 열전달 매체로서의 가압수를 유체 통로를 통해 교대로 통과시킴으로써, 냉각-

가열 사이클이 얻어졌다. 여기에서, 표면 온도계에 의해 측정된 캐비티 표면 온도는 열전달 매체가 통과하는 상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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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25℃로 되도록 설정되었다.

스미토모 화학 주식회사에 의해 제조된 투명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수지인 SMIPEX MG5가 수지로서 사용되었고, 사

출 실린더내의 수지의 온도는 240℃로 설정되었다. 고정 금형 및 가동 금형은 폐쇄되었고,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수지

는 실린더내에서의 스크류의 회전하에서 금형에 의해 형성된 캐비티속으로 사출되었 다. 수지가 캐비티내에 충전된 

경우, 유지 압력이 추가되었고, 그 때에 유체 통로내의 매체는 냉각제로 교체되었고, 그리고 나서 냉각이 실시되었고, 

유지 압력의 완료시의 금형 캐비티의 온도는 85℃로 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40 초 동안 유지된 후에, 유지 압력은 해

제되었다. 상술한 냉각제로의 교체후에 70초가 지나서 성형 제품의 표면 온도가 70℃에 도달했기 때문에, 금형은 냉

각 단계를 통해 개방되었고, 성형 제품이 배출되었다. 그 후에, 온도가 다시 상승하여 금형 캐비티의 표면 온도가 125

℃로 상승하였고, 금형은 다음 사이클이 시작되도록 폐쇄되었다.

상술한 작동에 있어서, 수지를 사출하는 스크류의 회전 속도를 다양하게 설정함으로써 사출 속도가 변하는 상태하에

서 성형이 실시되었다. 결과가 표 1에 도시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i) 사출의 개시로부터 유지 압력의 변화까지에 필요

한 충전 시간, 및 성형 제품의 중량을 측정하는 단계, (ii) 그에 기초하여 사출 속도를 계산하는 단계, 및 (iii) 상술한 방

법에 따라 케이트를 통과하는 용융 수지의 점도를 얻는 단계에 의해 얻어졌다. 얻어진 성형 제품의 외관을 관찰한 결

과, 싱크 마크(체적 축소로 인한 중공부), 충전 불량(수지가 충전되지 않은 부분), 및 유동 마크(표면상의 유동 패턴)의

존재 유무가 판단되었다. 그 결과도 또한 표 1에 도시되어 있고, 마크 O 및 X는 각각 '양호' 및 '불량'을 나타낸다.

표 1

수지 온도(℃) 240 240 240 240 240 240

충전 시간(초) 130 102 83 60 41 30

중량(g) 490 506 513 549 556 558

사출 속도(cm 3 /s)* 3.17 4.17 5.19 7.69 11.40 15.6

입구에서의 점도(Paㆍs) 560 500 440 310 240 190

외관의 관찰

싱크 마크

충전 불량

유동 마크

O

X

X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 사출 속도는 (i)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수지의 비중(1.19)에 기초하여 중량을 체적으로 변환하는 단계, 및 (ii) 체적(c

m 3 )을 충전 시간(초)으로 나누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얻어졌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두께 정밀도, 치수 안정성 및 투명도가 우수한 도광판이 제공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 액정 디스플레이용 도광판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고, 고정 금형 및 가동 금형을 포함하며, 이 고정 금형 및 가동 금

형중 적어도 일방의 금형의 캐비티면이 표면상에 거친 패턴을 갖고, 14 인치(355 mm) 내지 30 인치(760 mm)의 대

각선 길이를 갖는 금형을 이용하여, 이 금형의 캐비티를 사출 유닛의 실린더에 연결하는 단계,

(2) 상기 실린더에 투명 수지를 공급하여 그 수지를 용융시키는 단계,

(3) 일 도광판당 1 내지 15 cm 3 /s의 사출 속도로 상기 수지를 상기 실린더로부터 금형 캐비티속으로 충전하되, 상

기 수지의 점도가 50 내지 5000 Paㆍs의 범위에 있는 때에 금형의 입구를 통과시키는 단계,

(4) 상기 충전중에 또는 충전후에 상기 금형 캐비티내에 제공된 수지에 상기 금형 캐비티 면측으로부터 추가의 압력

을 가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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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기 압력을 유지한 상태하에서 상기 수지를 냉각하여 응고시키고, 이에 의해 표면상에 거친 패턴을 갖는 도광판

을 얻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출 속도는 4 내지 11 cm 3 /s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단계 (3)에서의 금형 캐비티는, 투명 수지가 금형의 입구를 통과하는 때에, 투명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20℃ 내지 유리 전이 온도+30℃의 표면 온도를 갖고, 또한, 투명 수지가 완전히 충전된 때에, 투명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10℃ 내지 유리 전이 온도+30℃의 표면 온도를 가지며, 단계 (4)에서의 충전후의 금형 캐비티는 투명 수

지의 유리 전이 온도보다 더 낮은 표면 온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비티면의 부근에 유체 통로를 형성하여, 열전달 매체 및 냉각제를 교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비티면의 부근에는, 금형의 본체를 구성하는 금속보다 더 큰 열전도성을 갖는 금속을 포함

하는 캐비티 블럭을 배치하고, 이 캐비티 블럭의 내부에 유체 통로를 형성하여 열전달 매체 및 냉각제를 교대로 통과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캐비티 블럭은 베릴륨-구리 합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비티면의 적어도 하나는 캐비티 플레이트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단계 (4)에서 추가의 압력을 가하는 때에 캐비티의 전체면이 가압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수지는 메타크릴 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1) 액정 디스플레이용 도광판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고, 고정 금형 및 가동 금형을 포함하며, 이 고정 금형 및 가동 금

형중 적어도 일방의 금형의 캐비티면이 표면상에 거친 패턴을 갖고, 14 인치(355 mm) 내지 30 인치(760 mm)의 대

각선 길이를 갖는 금형을 이용하여, 이 금형의 캐비티를 사출 유닛의 실린더에 연결하는 단계,

(2) 상기 실린더에 투명 수지를 공급하여 그 수지를 용융시키는 단계,

(3) 상기 실린더내에 설치된 스크류를 회전시켜, 상기 수지를 상기 실린더로부터 상기 금형 캐비티속으로 연속적으로

유입시키는 단계,

(4) 상기 유입중에 또는 유입후에 상기 금형 캐비티내에 제공된 수지에 상기 금형 캐비티 면측으로부터 추가의 압력

을 가하는 단계, 및

(5) 상기 압력을 유지한 상태하에서 상기 수지를 냉각하여 응고시키고, 이에 의해 표면상에 거친 패턴을 갖는 도광판

을 얻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 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단계 (3)에서의 금형 캐비티는, 투명 수지가 금형의 입구를 통과하는 때에, 투명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20℃ 내지 유리 전이 온도+30℃의 표면 온도를 갖고, 또한, 투명 수지가 완전히 충전된 때에, 투명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10℃ 내지 유리 전이 온도+30℃의 표면 온도를 가지며, 단계 (4)에서의 충전후의 금형 캐비티는 투명 수

지의 유리 전이 온도보다 더 낮은 표면 온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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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캐비티면의 부근에 유체 통로를 형성하여, 열전달 매체 및 냉각제를 교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캐비티면의 부근에는, 금형의 본체를 구성하는 금속보다 더 큰 열전도성을 갖는 금속을 포함

하는 캐비티 블럭을 배치하고, 이 캐비티 블럭의 내부에 유체 통로를 형성하여 열전달 매체 및 냉각제를 교대로 통과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캐비티 블럭은 베릴륨-구리 합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캐비티면의 적어도 하나는 캐비티 플레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 10 항에 있어서, 단계 (4)에서 추가의 압력을 가하는 때에 캐비티의 전체면이 가압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수지는 메타크릴 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광판의 제조 방법.

도면

도면1



공개특허 10-2004-0057933

- 16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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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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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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