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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가나가와껭 요꼬하마시 가나가와꾸 하자와죠 1150반찌 아사히가라스 
가부시키가이샤 쥬오 겐꾸쇼나이

오오이 요시하루

일본국 가나가와껭 요꼬하마시 가나가와꾸 하자와죠 마쓰바라 1160반찌 에이
지 떼끄노로지 가부시키가이샤나이

오제끼 마사오

일본국 가나가와껭 요꼬하마시 가나가와꾸 하자와죠 1150반찌 아사히가라스 
가부시키가이샤 쥬오 겐꾸쇼나이

이또 히로아끼

일본국 가나가와껭 가나가와시 사이와이꾸 쓰까꼬시 3죠메 474반찌 2 아사히
가라스 가부시키가이샤 다마가와 분시쓰나이

하세베 히로시

일본국 도오꾜도 지요다꾸 마루노우찌 2죠메 1방 2고 아사히가라스 가부시키
가이샤나이

마쓰모또 데쓰로

일본국 가나가와껭 요꼬하마시 가나가와꾸 하자와죠 1150반찌 아사히가라스 
가부시키가이샤 쥬오 겐꾸쇼나이

나까가와 유따까

일본국 가나가와껭 요꼬하마시 가나가와꾸 하자와죠 1150반찌 아사히가라스 
가부시키가이샤 쥬오 겐꾸쇼나이

(74) 대리인 박해선, 이준구

심사관 :    이수찬

(54) 조명장치 및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요약

편평한 광 안내장치 ; 상기 편평한 광 안내 장치의 측면부상에 광이 입사되도륵 배치된 광원 ; 기정해진 
입사방향을 갖는 광선에 대하여 P 편광성분을 투과시키고 S 편광 성분의 일부 이상을 반사하기 위한 편평
한 광 안내장치의 광 방사 위치의 제1의 측면상에 배치된 편광 분리판 ; 그리고 상기 광 방사 위치에 평
행하게 상기 편평한 광 안내장치의 광 방사위치에 대향하는 제2의 측면상에 배치된 광 반사판을 포함하는 
직시형 표시 소자용 전식 장치.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조명장치 및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개략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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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개략 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개략 단면도.

제4도는 본 발명에 채용된 편광분리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개략 단면도.

제5도는 STN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콘트라스트비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

제6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개략 단면도.

제7도는 제6도의 광학축의 배치를 나타내는 평면도.

제8(a)도 내지 제8(d)도는 본 발명의 균일광 형성수단의 실시예를 각각 나타내는 개략 단면도. 

제9(a)도 및 제9(b)도는 본 발명의 다른 균일광 형성수단의 실시예를 각각 나타내는 개략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형광램프                   2 : 램프덮개

3 : 도광체                      4 : 위상차판

5 : 반사면                      6 : 편광분리기

7 : 프리즘 어레이            8 : 광확산판

9 : 광입사측 편광판         10 : 광출사측 편광판

11 : 액정셀                     12 :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액정 텔레비젼 세트, 컴퓨터용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등에 사용되는 직시(直視)형 액정 디스플
레이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직시형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의 기술 진보는 특히 컬러 디스플레이 소자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 
특히 현저하다. CRT의 디스플레이 품질에 필적하는 디스플레이 품질을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다수 공지
되어 있다. 흑백 디스플레이에서, 수 년전까지, 기술의 주류는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반사형 액정 디
스플레이 소자였으나, 최근에 이들 대부분은 혹백 디스플레이에서도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투과형 액정 디
스플레이  소자로  대체되고  있다.  컬러액정  디스플레이에서는,  백  라이트없이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으므로, 백 라이트는 직시형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필수적인 디바이스이다.

최근에 사용되는 소위 “노트북형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휴대성이 중요하므로, 배터리에 의한 구동이 필
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최근의 배터리 충전없이 디바이스를 구동할 수 있는 시간은 수 시간이므로, 연속
적으로 종일 작동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속사용시간의 연장은 매우 중
요하다. 특히, 조명장치는 시스템내에서 많은 전력을 소모하므로, 조명장치의 전력소모를 줄이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노트북형 개인용 컴퓨터에 채용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에서는 시야각(viewing angle)에 따라 특정한 
콘트라스트비 분포가 존재한다. 제5도에 STN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인 경우의 대표적인 일례가 도시되어 
있다. 제5도는 STN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대표적인 뷰잉콘(viewing cone)을 나타내며, 상기 뷰잉콘의 
콘트라스트비의 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상에서 단면의 콘트라스트비의 변화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을 도
시하고 있다. 제5도에 따르면,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시야각은 화상면에 수직한 방향에서 거의 40° 내
지 50° 까지 넓어지며, 특히 중심 부근에 높은 콘트라스트비를 갖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사용에서, 노트북형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상기 장치는 조작자가 관찰하는 화상면상에서 콘트라스
트비가 최대로 되도록 종종 설정된다. 따라서, 최대 콘트라스트비를 주는 관찰방향(대부분 화상면에 수직
방향 또는 수직방향에서 약간 벗어난 방향)으로 조명의 최대 휘도가 형성되면, 조명 효율이 증진될 수 있
다.

노트북형 개인용 컴퓨터에 채용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시야각은 적어도 40° 내지 50° 까지 넓어
지며, 가시각을 넓히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소 경사진 방향으로부터 디스플레이가 관찰될 수 있도록 조명장치의 광방향 분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조명장치의 휘도 분포를 콘트라스트비 분포에 맞추는 것은 휘도를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중요
하다.

컬러액정 디스플레이 장치는 크게 2 개의 시스템, 즉, TFT를 사용하는 능동형 매트릭스 구동에 의한 TN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와 멀티플렉스 구동에 의한 STN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로 분류된다. 상기 장치는 모
두  소자의  광입사측과  광출사측에  편광판이  배치되고,  유리기판에  의해  액정층이  유지되는  구성을 
가지며,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선형편광 입사광의 편광상태를 변조함으로써 작동된다.

그러나, 종래의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에 입사하는 광은 편광방향이 균일하지 않은 랜덤 편광이다. 그러므
로, 입사광 중 절반 이상이 디스플레이 소자의 광입사측에 배치된 편광판에 의해 흡수되어, 조명광에 실
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편광판에 의해 흡수되는 광을 재사용하기 위한 구성으로서, 투사형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에 있어서, 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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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기가 광원램프와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사이에 개재되어, 비편광을 서로 수직한 편광으로 분리하여, 
일 편광은 상기 편광분리기에서 직접 출사되고, 다른 편광은 상기 광원램프로 집속되어 광원 광으로서 재
사용되는 구성이 제안되어 있다(일본 특허공개공보 제184429/1992호 참조).

그러나, 이 방법은 투사기(투사형) 라는 전제에서 수행되며, 광원과 편광분리기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길
어야 한다. 게다가, 광이 상당히 콜리메이트된 평행광선일 때만, 상기 장치는 투사형 액정 디스플레이 소
자용 조명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상기 장치를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으로서 채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은 박형(薄型)이 필수불가결한 조
건이고, 조명장치의 휘도 분포가 액정 디스플레이의 콘트라스트비 분포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광을 디스플레이면에 수직 방향으로 집속(集束)하는 수단으로서, 조명용 광원과 디스플레이 소자 
사이에 프리즘 어레이가 개재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에 따르면, 디스플레이면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휘도는 조명광의 방향을 특정 범위로 
좁힘으로써 개선되고, 따라서, 조명광의 광방향 분포가 좁아진다. 게다가, 디스플레이면에 수직한 방향으
로의 휘도는 이러한 수단에 의해서 조차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직시형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용으로 
적당한 조도 분포가 제공될 수 없다.

본 발명에서는, 특정한 편광방향을 갖는 편광만이 직시형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조도 개선에 기여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그 자체로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조도 개선에 기여하지 않는 편광들 중에서, 특정 방
향의 광이 선택적으로 조도 개선에 기여하는 편광으로 변환된다. 이런 방식으로, 조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편광방향을 갖는 편광에 대해, 넓은 광방향 분포를 유지하면서 특정 방향으로 광의 세기가 강화될 
수 있고, 상기 광분포는 직시형 액정 디스플레이에 적합하다.

본 발명의 제1양태에 따르면, 2 개의 대향하는 측면 및 에지부를 갖는 플랫 도광체; 상기 플랫 도광체의 
에지부로 광이 입사하도록 설치된 광원; 상기 플랫 도광체의 광출사면상에 설치되어 소정의 입사방향을 
갖는 광선에 대해 p 편광성분을 투과시키고 s 편광성분 중 일부분 이상을 반사시키는 편광분리 시트 ; 및 
상기 플랫 도광체의 상기 광출사면에 대향 마주하는 다른 측면상에 상기 광출사면과 평행하게 배치된 광
반사시트를 구비하며, 상기 광반사시트는, 상기 편광분리시트에 의해 반사되는 상기 s 편광성분 중 일부
분을 p 편광으로 변환시키고, 상기 변환된 p 편광을 상기 편광분리시트로 반사시켜 상기 변환된 p 편광이 
상기 편광분리시트를 투과하도록 하는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2양태에 따르면, 비교적 굴절률이 큰 투광성 재료와 비교적 굴절률이 작은 투광성 재료가 적
층된 다층 구조물로 상기 편광분리시트가 이루어지는 제1양태에 따른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장치
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3양태에 따르면, 투명지지체 및 상기 투명지지체상에 가시광의 파장 이하의 두께로 적층되는 
하나 이상의 유전체박막으로 편광분리시트가 이루어지는 제1양태에 따른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4양태에 따르면, 편광분리시트가 상이한 굴절율을 갖는 복수의 투명 폴리머층으로 이루어지
는 제1양태에 따른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5양태에 따르면, 조명장치로부터의 출사광의 주요한 편광방향이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광
입사측 편광판의 편광축 방향과 일치하도록 제1양태에 따른 조명장치가 직시형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배면에 배치되어 있는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6양태에 따르면, 광 분포 방향들 중에서 광의 세기를 최대화하는 광선의 방향을 액정 디스플
레이 소자의 디스플레이면에 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편향시키기 위하여 편광분리시트와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사이에 배치되는 광편향 수단을 더 구비하는 제5양태에 따른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7양태에 따르면, 출사광의 주요한 편광 방향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조명장치와 액정 디스플레
이 소자 사이에 배치되는 편광방향 회전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제5양태에 따른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8양태에 따르면, 제1편광 방향을 갖는 제1편광성분 및 상기 제1편광방향에 대해 수직한 제2
편광 방향을 갖는 제2편광성분을 포함하는 산란광을 출사하는 플랫 광출사수단; 편광분리수단 및 광 반사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편광변환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1편광성분은, 상기 플랫 광출사수단에서 출사되는 
광의 광학적 경로에 배치되는 상기 편광분리수단에서 출사되고, 상기 제2편광성분은 상기 편광분리수단에 
의해 반사되고, 상기 제2편광성분 중 일부분 이상은 상기 광 반사수단에 의해 상기 제1편광성분을 포함하
는 광으로 변환되는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장치가 제공된다.

플랫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크게 2 종류로 분류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소위 “
내부조명방식”  혹은  “직접법”으로  불리우는  방식으로,  광원이  디스플레이  바로  아래에  배치된다. 
반면, “에지 라이트”형 방식으로 불리우는 다른 방식에서는, 광원 또는 소스가 디스플레이의 외측에 배
치되며, 예를 들어, 형광 램프(대부분 냉음극 형광램프) 등의 선형 광출사체 또는 광출사체들이, 투명한 
아크릴 수지판 등으로 만들어진 도광체의 일측 또는 양측에 부착되며, 여기서 투명한 아크릴 수지판은 광
조명판이며, 반사체로 구성된 램프 덮개를 설치함으로써 광이 도광체로 도입된다.

본 발명의 광출사 수단은 에지라이트형 방식인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에지라이트형 조명장치가 콤
팩트하고,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의 휴대성을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며, 상기 에지 
라이트형 방식은 플랫 광출사기 및 광원 또는 광원들로 구성되며, 상기 광원 또는 광원들은 플랫 도광체
의 측부 또는 측부들에 광이 입사하도록 부착된다.

또한, 플랫 도광체의 광출사면에 설치되고, 거의 특정한 입사방향을 갖는 광선에 대해 p 편광성분 (제1편
광성분)을 투과하고 s 편광성분 (제2편광성분)의 적어도 일부를 반사하는 편광분리시트 및 플랫 도광체와 
광출사면에 거의 평행하게 광출사면에 대향하는 플랫 도광체의 측면에 설치되는 광반사시트로 구성되는 
편광변환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반사시트가 상술된 구조로 채용되면, 분리된 편광이 재사용

18-3

1019930020798



될 수 있고 편광 방향이 반사시 변경된다. 따라서, 상기 광반사시트는 편광분리시트와 공동으로 편광변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이하, 편광분리시트를 갖는 소자는 편광분리기로 지칭된다. 그러나, 이것은 편광분
리기가 플랫 도광체로부터 분리되는 소자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플랫 도광체가 편
광분리기능을 가져도 된다.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편광분리기로의 입사각으로서 특정한 각도를 갖는 광에 대하여, 편광분리기를 투
과하는 p 편광성분은 편광판을 통과한 후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로 입사되고, s 편광성분은 플랫 도광체 
내부에서 반사된다. 반사되어 복귀되는 s 편광성분이 플랫 도광체에서 반사되면, 상변화가 초래되어, 편
광분리기를 투과할 수 있는 “p” 편광성분이 형성된다. 따라서, 편광분리기에 의해 반사된 s 편광성분이 
플랫 도광체에서 반사됨으로써, p 편광성분으로 변환되고, 이 성분이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를 향해 출사
되는 성능에 기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특정한 관찰방향에 대하여 플랫 조명장치에 높은 조도가 제공된
다.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광입사측에 설치되는 편광판을 편광분리기로부터 출사되는 p 편광성분에 대해 투
과도가 최대로 되도록 설치하고,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백라이트로서 상기 조명장치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플랫 조명 장치내의 플랫 도광체로부터 출사되는 광선의 편광 광학축의 평균 방향이 액
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광입사측의 편광판의 편광 광학축과 거의 일치한다.

본 발명의 편광분리기는, 비교적 굴절률이 큰 광투과 재료와 비교적 굴절률이 작은 다른 광투과 재료가 
교대로 적층된 다층 구조물, 바람직하게는 1,000 nm 이하의 두께를 갖는 유전체층 중 일층 이상이 플랫 
광투과 지지체의 일면 이상에 형성된 구조, 또는 상이한 굴절률을 갖는 복수 종류의 투명 폴리머층이 적
층된 구조를 채용할 수 있다.

이하, 비교적 굴절률이 큰 광투과 재료와 비교적 굴절률이 작은 다른 광투과 재료가 교대로 적층된 다층 
구조물로 이루어지는 편광분리기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다층 구조물은, 경사 입사광에 대하여, 투과율과 반사율이 경사 입사광의 편광에 의존한다는 특성
을 갖는다. 그러므로, 상기 구조는 비광흡수형 편광소자로서 채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굴절률 n0 를 

갖는 광학 재료와 굴절률 n1 을 갖는 다른 광학 재료 사이의 계면상에서, 굴절률 n0 를 갖는 광학 재료로

부터 굴절률 n1 을 갖는 재료로 입사하는 광의 입사각 θ1 이 다음 식으로 표현되면,

tanθ1 = n1/n0

반사광에는 p 편광성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기 반사광은 s 편광으로 구성되고, 투과광은 나머지 s 편광
성분과 p 편광성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공지 사실이다. 입사각 θ1 은 브루스터각 θB 으로 불리운다. 따

라서, n0와 n1 의 굴절률을 갖는 광학 재료층이 교대로 적층되면, 브루스터각에 거의 일치하는 입사각을 

갖는 광에 대해, p 편광성분은 상기 구조를 투과하지만 s 편광성분은 복수의 계면에서 반사되어 투과되는 
광 성분은 거의 없다. 따라서, 상술된 다층 구조물에서 출사되는 출사광은 편광을 갖는다.

상기 다층 구조물은 상이한 굴절률을 갖는 2층 이상의 광투과 재료로 구성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굴
절률간의 차이가 클 때, 계면에서 반사율의 편광 의존도가 매우 현저하므로, 굴절률간의 차이가 큰 조합

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공기 (n  1.0) 와 플라스틱 (n  1.5)과 같은 투명수지의 조합이 있으며, 

투명수지에는 아크릴 수지, 폴리카르보네이트,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등이 있다.

상술된 조합은 큰 면적을 갖는 다층 구조물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다층 구조물을 이루는 각 층의 두께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다. 또한, 다층 구조물내의 각 층이 서로 
거의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기만  하면,  위치에  의존하는  불균일한  구조  또는  플랫  기포층이 라멜라
(lamella) 형태로 균일한 플라스틱내에 분산된 구조이어도 된다.

상기 구조를 이루는 재료로서 투명한 유전체 다층막을 채용할 수도 있다. 다층 구조물용으로 유전체 다층
막이 채용되면, 층의 두께는, 다층 구조물을 이루는 각 층의 계면으로부터 반사되는 광이 서로 간섭하지 
않아, 백색 광원에 대해 작은 파장 의존도를 갖는 편광 특성을 얻을 수 있도록 광 파장의 대략 10 배 이
상으로 된다. 반면에, 각 층의 두께가 너무 크면, 다층 구조물 전체의 두께가 커지므로, 경량 및 박형으
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층 두께는 약 3 ㎛ 내지 100 ㎛ 인 것이 목적상 적합하다. 또한, 막두께가 비 
균일하면, 광 간섭에 의한 “착색(coloring)”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층의 두께를 비균일하게 만
드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플랫 기포층이 라멜라 형태로 균일한 플라스틱내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의 경우에, 플랫 기포층의 두께는 
대략 3 ㎛ 내지 100 ㎛ 이다. 다른 구조로서, 대략 3 ㎛ 내지 100 ㎛의 두께를 갖는 투명한 박판이 비드
(beads), 유리섬유와 같은 분산갭 제어재료상에 적층되어 있는 다층 구조물이 있다. 이 경우, 플랫 기포
층이 라멜과 형태로 균일한 플라스틱내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에 비해, 상이한 굴절률을 갖는 재료들 사이
의 계면상의 입사각이 플랫 기포층에서와 같이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높은 광 구별비(light 
distinguishing ratio)를 갖는 편광조작이 제공될 수 있다

부루스터각의 조건하에서 n0 의 굴절률을 갖는 광학재료와 n1 의 굴절률을 갖는 다른 광학재료 사이의 계

면상의 s 편광의 반사율 RS 는 다음의 수학식 (1)로 주어 진다

RS = (n1
2
 - n0

2
) / (n1

2
 + n0

2
)
2

   = (tan
2
θB - 1)

2
 / (tan

2
θB + 1)

2              
(1)

굴절률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반사율 RS 도 커진다. 그러므로, 다층구조물로의 입사광에서 100 % 의 p 

편광성분이 투과되고 x % 의 s 편광성분이 투과되는, 층들간의 다중 반사를 고려하지 않은 (이 경우에 충

18-4

1019930020798



분히 적용가능한) 근사에서, 필요한 층의 개수 N 은 다음의 수학식 (2) 로 주어진다.

N=0.5 x log (x/100) / log(1-RS)                  (2)

따라서, 다층 구조물이 공기 (n  1.0) 와 플라스틱 (n0  1.5), 부루스터 각 θB = 56.3°, s 편광의 

반사율 RS = 14.8 % 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경우, s 편광성분의 투과율을 2 % 이하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층의 개수는 12 이다.

그러므로, 플랫 기포층이 라벨라 형태로 균일한 플라스틱내에 분산된 구조인 경우에, 거의 부루스터각의 
입사각을 갖는 광에 대하여, 6 이상의 플랫 기포층이 깊이 방향으로 형성되면, s 편광성분의 투과율은 2 
% 이하이며 98 % 이상 반사된다. 반면에, p 편광성분은 광량의 손실없이 약 100 % 의 투과율을 갖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다층 구조물의 편광 기능은 입사각이 부루스터 각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광원과 플랫 도광체로 구성되는 플랫 조명 장치내에 다층 구조물이 설치되면, 광원, 플랫 도광체 
및 광반사수단 등이 추가로 부가된 광학 소자에 의해, 다층 구조물로의 입사광의 입사각이 거의 부루스터
각인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휘도의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

유전체막 채용 광간섭의 사용시 편광분리기가 동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편광분리기는 투과율
과 반사율이 경사 입사광의 편광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며, 따라서, 광비홉수형 편광소자로서 채용될 수 
있다.

가시광의 파장 정도의 막두께와 굴절률 n1 을 갖는 광학 소자가 n0 의 굴절률을 갖는 광학재료와 n2 의 굴

절률을 갖는 다른 광학재료 사이에 개재되면, 광은 간섭하게 된다. 굴절률 n0 를 갖는 광학재료로부터 n1 

의 굴절률을 갖는 광학재료로 입사하는 광의 입사각과 출사각은 각각 θ0 와 θ1 으로 결정된다. 굴절률 

n1 을 갖는 광학재료로부터 n2 의 굴절률을 갖는 광학재료로 입사하는 광의 입사각과 출사각은 각각 θ1 

과 θ2 로 결정된다. 광학재료가 n1 의 굴절률과 d1 의 막두께를 가질 때 간섭의 효과를 고려한 반사 복소 

진폭은 다음 식 (3) 으로 주어진다.

δ = (ρa + ρbexp(-2iδ))/(1 + ρa·ρb exp (2iδ))

ρ = 2πn1dlcosθ1/λ                                      (3)

여기서 ρa 와 ρb 는, n0 의 굴절률을 갖는 광학재료와 n1 의 굴절률을 갖는 광학재료 사이, 및 n1 의 굴

절률을 갖는 광학재료와 n2 의 굴절률을 갖는 광학재료 사이의 계면상에 초래되는 프레스넬 반사의 진폭 

반사율을 나타낸다.

상기 반사율은 다음식 (4) 으로 주어지며, ρ
*
 는 ρ 의 공액 복소수이다.

R = ρ· ρ
*

  = (ρa

2
 + ρb

2
 + 2ρa· ρb cos2δ)/(1 + 2ρa· ρbcos2δ + (ρa ·ρb)

2
)   (4)

상기 p 편광성분은 다음식 (5) 으로 주어진다.

ρa = (n0/cosθ0 - n1/cosθ1)/(n0/cosθ0 + n1/cosθ1)        

ρb = (n1/cosθ1 - n2/cosθ2)/(n1/cosθ1 + n2/cosθ2)           (5)

상기 s 편광성분은 다음식 (6) 으로 주어진다.

ρa = (n0· cosθ0 - n1· cosθ1)/(n0· cosθ0 + n1· cosθ1)

ρb = (n1· cosθ1 - n2· cosθ2)/(n1· cosθ1 + n2· cosθ2)   (6)

상기 식으로부터 굴절률 n0 와 n2, 굴절률 n1 과 막두께 d1 이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면, s 편광성분의 투과

광 강도에 비해 p 편광성분의 투과광 강도의 비가, 간섭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θ0 의 소정의 입사각에

서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상술한 방정식은 간섭막이 단일층인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간섭
막이 다층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1,000 nm 이하의 두께를 갖는 유전체막 중 일층 이상이 플랫 광투과 지지체의 일면 이
상에 형성되어 있는 편광분리기로부터 출사되는 출사광은 고도의 편광을 갖는다. 1,000 nm 이하의 막두께
는 가시광선 파장보다 크지 않으며, 상기 유전체막은 800 n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가시광선 파장 정도의 두께를 갖는 편광분리기의 유전체막이 광 간섭을 활용하기 때문에, 층의 개수가 증
가할 때 특정 파장의 편광 정도를 개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역으로, 파장 의존도 또한 증가한
다. 채용된 백라이트 광원의 스펙트럼이 협대역의 파장일 때, 백라이트 파장 범위의 광에 대하여 편광 정
도가 증가하는 다층막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막이 너무 많은 층을 가지면, 생산성이 불량하다. 그러므
로, 층의 개수는 5내지 15가 바람직하다. 반면에, 백색 백라이트가 컬러 디스플레이용으로 채용되면, 편
광 정도의 파장 의존도를 낮은 값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5 층 이하, 특히, 단일층을 갖는 간섭막을 채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시광의 전 범위에 걸쳐서 편광의 편평도가 제공되고, 비록 고도의 편광이 제공될 
수 없어도 막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TiO2 또는 ZrO2 의 단일층 막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편광분리기에 채용되는 플랫 광투과 지지체의 재료는 유리 또는 아크릴 수지, 폴리카르보네이트, 폴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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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탄, 폴리스티렌 등의 플라스틱이다. 상기 재료는 가볍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바람직하다.

유전체막의 재료로서, TiO2, ZrO2, ZnS, Y2O3, SiO2, MgF2, Na3AIF6, Ta205 등이 있다. 이들 유전체 막의 굴

절률은 일반적으로 1.4 내지 2.5이고, 상기 막의 형성은 적절한 굴절률을 갖는 유전체 막을 선택함으로써 
수행된다. 또한, 상기 막의 형성은 증기 증착 또는 스퍼터링 등의 통상 사용되는 방법에 의해 수행 될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의 편광분리기는 상이한 굴절률을 갖는 다수 종류의 투명한 폴리머층을 적층함으로써 형
성될 수도 있다. 또한 이 경우에, 상술한 다층 구조물 또는 유전체 박막에서와 같이, 비광흡수 편광분리
기로서 기능한다.

상기 편광분리기는 다층막 구조로 형성될 수 있고 그에 의해 백라이트의 파장 범위에 대하여 편광 정도가 
개선된다. 막이 너무 많은 층을 가지면 생산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층의 개수는 바람직하게는 3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 내지 400 이다. 상이한 굴절률을 갖는 투광성 폴리머 재료가 다층 적층체를 형성
하는데 적합하므로 바람직하다. 또한, 굴절률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욱 바람직 하다.

투광성 폴리머 재료는 아크릴 수지 , 폴리카르보네이트수지,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트리아세틸 셀룰로
오스, 폴리메틸펜텐, 폴리에테르 설폰 등의 플라스틱 중 2 이상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
가, 굴절률간의 차이는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0.03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된 선택에서 편광분리기를 만드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층 적층 생성품을 제조하는 방법
으로서, 캐스트법(casting method), 다층 사출법(multi-layer extrusion method) 등이 있지만, 다층 사출
법을 채택하여 30 층 이상의 다층막을 경제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조방법은 미국특허 제3,773,882호와 제3,883,606호에 개시되어 있다. 광의 간섭 작용을 줄일 만큼 
충분한 두께를 갖는 편광분리기의 경우에, 전체 두께가 증가한다. 따라서, 광 간섭이 사용되면, 상이한 
굴절률을 갖는 폴리머 중 하나 이상의 광학 두께는 0.05 ㎛ 이상이고 0.45 ㎛ 이하이다. 게다가, 각 층의 
두께 변동에 의한 소위 진주 광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양쪽 폴리머의 두께는 거의 일치하기 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리콘 등의 하드 코트층이 표면상에 제공되어도 된다.

제4도는 광의 간섭을 채용하는 편광분리기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제1폴리머층(21)과 제2 폴리머층(22)
이 교대로 적층되며, 적어도 제2폴리머층은 광의 간섭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두께를 갖는다. 

제조방법을 고려할 때 폴리머의 바람직한 조합의 실시예는 아크릴 수지와 폴리카르보네이트, 아크릴 수지
와 폴리스티렌, 폴리메틸펜텐과 폴리카르보네이트 등이 있다.

대표적인 구성을 도시하는 제1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를 다음에 상세히 설명한다.

도광체 (3) 의 측면 길이에 대응하는 길이를 갖는 형광등 (냉음극 형광램프)이 도광체 (3) (아크릴 수지
판) 의 측면에 부착되어 있고, 상기 도광체 (3) 는 투명한 조명시트이고, 내면에 반사체를 갖는 램프 덮
개가 설치됨으로써 램프로부터 출사되는 광이 도광체 (3) 내부로 도입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에 조명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명광의 광분포 특성이 가
장 중요하다. 도광체 (3) 를 전파하는 광의 지향성(directivity) (각도 분포; angular distribution) 은 
형광램프의 광방향 분포 특성, 반사체의 집광 특성, 도광체의 도광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게다가, 도
광체의 도광 특성은, 도광체의 에지부로 입사하는 광을 도광체의 내부로 보내는 기능 및 전파되는 광을 
소정 방향으로 출사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도광체의 에지부로 입사하는 광을 도광체 내부로 보내는 기능은 도광체에 채용된 재료 및 계면반사 특성
에 따라 결정된다. 즉, 도광체 (3)의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12) 의 측면에서, 도광체 (3) 의 굴절률에 
의해 결정되는 전반사각 θc 이상의 입사각을 갖는 광은 전반사되어, 도광체 (3) 내를 전파하고, 전반사
각 θc 이하의 입사각을 갖는 광은 도광체 (3) 의 표면에서 굴절되어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12) 측으로 

출사된다. 예를 들어, 공기 (n  1.0) 와 투명 플라스틱 (예를 들어, n  1.5) 의 계면에서의 전반사

각 θc 는 다음 식 (7) 으로 결정되며, 42.2° 이하의 입사각을 갖는 입사광은 도광체 (3) 의 조명면에서 

출사될 수 있다.

θc = sin
-1
 (1/n) = 42.2°               (7)

도광체에 채용되는 바람직한 투명수지로서, 예를 들어, 아크릴 수지, 폴리카르보네이트, 폴리우레탄, 폴
리스티렌, 실리콘 등이 있다.

알루미늄 반사면과 같은 반사면 (5) 이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측에 대향하는 도광체 측면에 형성되고, 반
사광은 도광체의 내부로 유도된다. 게다가, 반사면(5) 은 도광체 (3) 의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12) 측에
서 출사되는 광을 증가시키도록 확산 반사면이어도 된다.

한편으로, 도광체 (3) 로 입사하는 대부분의 광이 전반사각 θc 이상의 입사각을 가지면, 도광체로부터 출

사되는 광이 매우 적어진다. 그러므로, 전반사조건을 회피하여 광을 도광체 (3) 의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12) 측으로 출사시키는 기능이 필요하다. 전반사 조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도광체 (3) 의 표면상에 
백색 광확산재를 형성하는 방법, 도광체의 표면상이 렌티큘러 형상 또는 프리즘 형상을 갖는 프레스넬 형
상(마이크로렌즈 어레이, 프리즘 어레이 등)을 형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경우에 프레스넬 형상은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12) 측의 도광체의 표면상에 형성되거나 또는 반대측 
표면에 형성되어도 된다. 또한, 프레스넬 형상을 갖는 막과 같은 플레이트가 도광체의 표면에 놓여도 된
다. 도광체상에 놓이는 경우, 막과 도광체 사이에는 공기층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막을 부착한 후, 
또는 막을 막과 동등한 굴절률을 갖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한 후 공기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상기 막의 굴절률은 도광체의 굴절률과 거의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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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채용된 편광분리기는 특정 범위내의 입사각 (부루스터각) 을 갖는 광에 대해 강력한 편광분리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편광분리기에 입사되는 광의 입사 각도는 편광분리기의 부루스터각에서 최대값
을 갖고, 광량이 거의 부루스터각에 집중하여 조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광체로부터 
출사되는 광의 각도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출사각을 제어하기 위하여, 백색 광확산재의 분포, 렌즈 또는 프리즘 등을 갖는 프레스넬 형상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프리즘 어레이 등) 이 조절된다. 예를 들어, 도광체의 성분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프
리즘 어레이 (13) (제2도 참조)를 도광체의 표면에 놓음으로써, 도광체에서 출사되는 광의 최대 강도는 
+40° 내지 + 80° 및 - 40° 내지 - 80° 의 편차 범위내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플랫 기포층이, 상술한 바와 같이, 라멜라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다층 구조물이 형성되면, 
아크릴수지와 기포층 사이의 계면의 부루스터각 θb는 식 (1) 에 따라 33.7° 이 된다. 그러므로, 아크릴

수지측으로부터 다층 구조물로의 입사광이 거의 33.7°가 되도록 형광 램프의 광방향 분포특성, 광반사기
의 집광특성, 도광면의 도광 특성 등을 최적화함으로써, p 편광성분만이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12) 측으
로 출사된다. 한편, s 편광성분은 전반사의 경우와 같이 도광체 (3) 내를 전파한다. 또한, 이러한 편광분
리기 (6) 에 의한 편광특성은 입사광이 부루스터각 조건에서 약간 벗어나도 충분히 발현되는 효과이다. 
이 경우, 20° 내지 전반사각에 근방인 40° 의 입사각을 갖는 광에 대해서도, s 편광성분 및 p 편광성분
의 소광비(light extinguishing ratio)가 약간 저하되지만, 편광분리 작용은 현저하다.

편광분리기에서 출사되는 광의 지향성은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관찰자의 시야각, 즉,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면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분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통의 경우에, 부루스터각 근방의 
입사각으로 편광분리기에 입사하는 광의 출사방향은 시야각의 범위 밖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상기 출사
방향은,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면의 수직 방향에 대해, 도광체내를 전파하는 광의 광학축을 포함하는 면내
에서 -40° 내지 -70° 및 40° 내지 70° 의 범위에 집중되며, 관찰자의 시야각에 도달하는 광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선명한 디스플레이가 제공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1도에서, 아크릴 수지측으로부터 다층 구조물로 입사하는 광의 입사각이 33.7° 인 경우, 

다층 구조물에서의 출사각은 sin
-1
 ((sin 33.7°)/n) =56.3°이 된다. 편향된 시야각면 (± 40° 내지 ± 

70°)의 광방향 분포를 갖는 플랫 조명장치의 광방향 분포를 상기 조명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변환하기 위
하여, 편광분리기의 광출사측에 광편향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광편향기로서, 렌티큘러 
형상 또는 프레스넬 형상을 갖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또는 프리즘 어레이 등이 채용될 수 있다.

제1도는 편광분리기 (6) 가 적층된 도광체 (3) 와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12)의 광입사측 편광판 (9) 사이
에 프레스넬 형상의 프리즘 어레이(7)가 도광체 (3) 내에서 전파되는 광의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되
어 있는 경우를 도시한다. 상기 프리즘 어레이 (7) 는 기둥형상 프리즘으로, 플랫 도광체 (3) 에서 출사
되는 광선의 평균 광학축을 포함하는 교점이 삼각형이다. 프리즘 어레이 (7)의 작용은, 그 형상과 배치 
(프리즘의 정점(apex)이 광입사측인가 또는 출사측인가)에 따라, 프리즘의 광입사면과 광출사면에서 굴절
이 생기는 경우와 전반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출사광의 광방향 분포의 방위(orientation)가 제어될 수 
있다.

최적의 형상과 배열은 최종적으로 필요로 하는 광방향 분포의 방위와 편광 분리기에서 출사되는 광의 광
방향 분포의 방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각(apex angle)이 약 60° 인 이등변 삼각형 형상의 단면을 갖는 프리즘 어레이 (7) 가 채
용되고 정점이 편광분리기면을 마주하도록 배치된다.

이 경우, 거의 60° 근방의 출사각으로 편광분리기로부터 출사되는 광은 프리즘의 측면에 입사되어, 다른 
측면에서 전반사되고, 그 후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측으로 수직 입사 방향에 대응하는 프리즘의 바닥면 으
로부터 출사된다. 그러므로, 거의 60°의 출사각으로 편광분리기에서 출사되는 광의 광방향을 액정 디스
플레이 소자면에 수직한 방향을 갖는 광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직한 광방향 분포로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를 조명하는 선형 편광 플랫 조명장치가 얻어진
다. 도광체내를 전파하는 광의 지향성이 크면, 그 결과, 플랫 조명장치에서 출사되는 광의 광방향 분포가 
수직 방향으로 집중되어, 선명한 디스플레이에 대응하는 시야각의 범위가 너무 좁아진다. 이 경우, 지향
성을 열화시키는 광확산시트 (8) 등의 광학 소자를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와 상술된 프리즘 어레이와 같은 
광편향수단 사이에 배치할 수 있다.

또한, 도광체내에서 전파되는 광의 지향성을 열화시키기 위하여 도광체의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측에 대향
하는 도광체의 측면에 형성되는 반사면 (5) 이 광확산면으로 변환되어도 된다. 또한, 편광분리기가 구조
물의 계면에서 광산란이 생기도록 그 자체로 미세한 요철구조(rugged structure)를 갖는 것도 좋다. 플랫 
기포층이 균일한 플라스틱내에 라멜라 형태로 분산된 구조를 갖는 편광분리기의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기포층의 계면의 형상이 랜덤하고, 미세한 요철구조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광확산 효과가 동시에 
발현되기 쉽다.

제1도에는, 도광체면에 다층 구조물이 형성된 경우가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도광체면에 다층 구조물을 
반드시 형성할 필요는 없고, 다층 구조물이 도광체 내부에 배치되어도 된다.

본 발명에서, 플랫 조명장치로부터 선형 편광을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다층 구조물에 있어서, 반사
되어 도광체 내부로 되돌아오는 s 편광을 도광체내에서 전파중에 효율적으로 p 편광성분을 포함하는 광으
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s 편광을 p 편광성분을 포함하는 광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다양하
다. 대표적인 예를 다음에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선형 편광이 경사 방향으로 금속면에 입사하여 반사되는 경우에, 선형 편광은 금속의 광학적
인 물리상수 (굴절률 n, 흡수 계수 k) 에 따라 타원편광으로 변환된다는 것은 공지이다. 즉, s 편광이 입
사되는 경우에도, p 편광 성분이 반사광에 생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도광체 (3) 의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12) 측에 대향하는 도광체의 측면에 형성된 반사면 (5) 이 알루미늄 등의 금속인 경우, 광이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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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반사될 때마다 s 편광의 일부가 P 편광으로 변환된다.

다른 방법으로서, 투광성 고분자 폴리머 재료로 구성된 위상차판이 채용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적
절한 막두께를 갖는 위상차판 (4) 을 도광체 (3) 의 반사면 (5) 과 편광분리기 (6)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편광분리기에 의해 반사된 s 편광이 타원 편광으로 되고, 그 일부가 p 편광으로 변환될 수 있다. 제1도는 
도광체 (3) 에 설치된 반사면 (5) 상에 위상차판 (4) 을 부착하여 편광 변환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구성
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위상차판 (4)  은  편광분리기 (6)  와  도광체 (3)  사이에 배치되어도 
된다.

제2도는 유전체막 중 일층이 플랫 투명지지체의 일 표면상에 형성된 편광분리기가 채용되고, 액정 디스플
레이 소자로 광을 출사하는 프리즘 배열이 도광체의 전반사조건을 회피하는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부호 
(6a) 는 플랫 광투과 지지체, 부호 (6b) 는 유전체 막을 나타낸다. 다른 구성은 제1도에서와 거의 동일하
고, 제1도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제2도의 구성요소에는 동일한 부호가 부여되고 설명은 생략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편광분리기는  도광체와  또  다른  구성이어도  좋지만,  단일  구성이어도  된다.  예를 
들어, 유전체 간섭막 등의 편광분리층이 도광체상에 형성되어도 된다. 도광체, 도광체의 외부 및 유전체 
간섭막 사이의 각 계면은 편광분리기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도광체의 구조를 프리즘 어레이 등으로 
형성하는 경우, 도광체에서 출사되는 광의 출사광량을 향상하거나 또는 균일하게 하기 위해, 유전체 간섭
막이 프리즘 어레이 형상의 표면에 형성되어도 된다.

그러한 일례가 제3도에 도시되어 있다. 프리즘 어레이 형상이 도광체(3) 의 표면상에 형성되고, 유전체막 
(6c) 이 프리즘 어레이의 표면상에 추가로 형성되어 있다. 편광분리기능은 도광체와 유전체막 사이의 계
면상에서 발현된다.

다른 구성은 제1도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제1도와 동일한 제3도의 구성요소에는 동일한 부호가 첨부되
며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된다.

액정 패널을 투과하는 광량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편광분리기측 액정 패널의 편광판의 편광 광학축의 방
향은 편광분리기에서 출사되는 광의 편광 광학축의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편광분리기에서 출사
되는 광의 편광 광학축은 플랫도광체의 측부에 설치된 광원의 위치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제1도의 경우
에는, 선형 광원에 대해 수직한 방향으로 편광된 광이 출사된다. 한편, 액정 패널에서는 시야각에 따라 
콘트라스트비가 큰 방향과 콘트라스트비가 작은 방향이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액정 패널은 콘트라스트비가 액정 패널을 관찰하는 방향으로 최대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시야각은 편광판의 편광 광학축의 각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편광분리기측의 액정 패널
의 편광판의 편광 광학축의 각도가 제한되면, 시야각의 방향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없다.

본 발명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편광 광학축 회전수단을 조명장치와 디스플레이 장치 사이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광의 편광 광학축의 회전은, 광이 복굴절성을 갖는 매질을 투과하거나, 또는 광이 광학 회전
력을 갖는 매질을 투과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편광 광학측은 복굴절성을 갖는 매질이 다층으로 적층되어 
광학축을 회전시키면 회전된다.

특히, 복굴절성을 갖는 매질에 선형 편광이 입사되면, 상기 매질로부터 타원편광이 출사된다. 타원율 및 
타원 장축 방향은 복굴절 매질의 복굴절의 크기와 광학축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선형편광이 복
굴절성을 갖는 기판에 입사되고, 상기 기판의 복굴절의 크기가 입사광의 파장 λ 의 절반이면, 출사광은 
항상 선형편광이다. 또한, λ/2 의 복굴절을 갖는 매질이 선형 편광 입사광의 편광 광학축의 방향에 대해 
θ 만큼 경사진 진상(advanced phase) 축방향을 가지면, 선형편광 입사광의 편광 광학축의 방향에 대해 2
θ 만큼 경사진 선형편광이 출사된다.

상술한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임의의 방향으로 편광되어 있는 선형 편광의 편광 광학축을 선형 편광 그대
로 유지하면서 특정 방향으로 변환할 수 있다.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에 요구되는 파장 영역은 가시광 전부이고, 조명광의 특성은 플레이트의 복굴절량이 
결정되는 파장의 선택에 의해 현저하게 다르다. λ/2 판으로서, 광가중도(light-weightedness), 박도(薄
度), 비용 등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편평한 막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가시광에 대하여 λ/2 
의 조건을 만족하는 막은 없으므로, 관찰 감도가 최대화되는 대략 550 nm 근방의 파장에서 λ/2 의 조건
을 만족하는 막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기 막은 275 nm 파장 근방에서 복굴절을 갖는다.

편광 광학축 회전기의 복굴절의 크기 λ/2 는 광선의 궤적을 따른 크기를 의미한다. 광량을 최대화하는 
광선이 편광 광학축 회전수단을 투과하는 방향은 항상 편광 광학축 회전수단의 플랫 시트에 수직한 방향
은 아니다. 광량을 최대화하는 광의 궤적을 고려하여, 막의 복굴절 크기를 최적으로 설정하는 설계를 하
는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막의 재료로서,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카르보네이트, 폴리스티렌,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등이 채
용된다.

상기 막의 복굴절은 일반적으로 일축 연신(uniaxial elongation)에 의해 제공된다. 즉, 배향축(oriented 
axis) 방향과 배향축에 수직한 방향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가 일축 연신에 의해 생긴다. 복굴절은 두께 방
향으로 생기며, 굴절률의 타원면은 일축이다.

또한, 조도를 균일하게 하는 관점에서 보아 본 발명의 구성은 균일광 형성수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에지 라이트형 백라이트에서 출사되는 광에 대해, 광원에서 거리가 멀수록 광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에지라이트형 백 라이트가 커다란 화상 면적의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장치로서 채
용되는 경우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플랫 도광체에서 출사되는 광의 인-플레인(in-plane) 강도분포
를 균일하게 만드는 수단이 설치된다. 달리 말하면, 광원으로부터의 출사광이 더 멀리 위치되면, 플랫 도
광체에서 출사되는 광의 광출사효율도 더욱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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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광 형성수단은 플랫 도광체의 양측면 또는 일측면에 설치되어도 된다. 출사광을 균일하게 하는 균일
광 형성수단의 설계는, 광원이 플랫 도광체의 양측면에 배치되는가 또는 일측면에만 배치되는가에 상당히 
의존한다.

광확산수단이 균일광 형성수단 중 하나로서 채용될 수 있다. 광원이 플랫 도광체의 일측면에 배치되는 경
우, 광 확산효과는 광원측으로 작고, 광원에서 멀수록 더욱 향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광반사수
단이 광원에 대향하는 도광체의 측면에 통상적으로 설치되므로, 광원에 대향하는 도광체의 측면 근방에서
는 광원측으로 상기 확산효과가 조금 향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원이 플랫 도광체의 양측면에 배치되
면, 중심부에서 확산효과가 큰 것이 바람직하다.

도광체상에 흰색 잉크의 메쉬 프린팅(mesh printing) 을 실시하고 메쉬의 크기 또는 밀도를 제어하여, 확
산 효과를 제어하는 것이 간단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광확산 재료를 사용하면, 균일광 형성수단에서 
출사되는 광의 지향성을 열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편광분리기가 s 편광성분과 p 편광성분을 분리하
는데 적당한 브루스터각을 갖는 입사광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광확산 수단이외의 수단으로 광을 
균일하게 형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광확산 수단 이외의 균일광 형성수단으로서, 플랫 도광체의 표면에 렌티큘러형상이 형성되는 수단이 채용
될 수 있다. 광원이 플랫 도광체의 일측면에만 배치되는 경우, 광원측으로 광출사 효율이 낮고, 출사광이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광출사 효율이 더욱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반사수단이 광원에 대향하는 
도광체의 측면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광출사 효율은, 광원에 대향하는 도광체의 측면 근방에서, 광원
측으로 보다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원이 플랫 도광체의 양측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광출사 효율은 
중심부에서 큰 것이 바람직하다.

렌티큘러 렌즈의 광출사 효율을 제어하는 수단이 제8(a)도 내지 제8(d)도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들 도면에서, 부호 61 은 광원, 62 는 반사판, 그리고 부호 63 은 플랫 도광판을 나타낸다.

제8(a)도는 원호의 분포가 변화되는 일례를 도시한다. 제8(b)도는 원호의 높이가 변화되는 일례를 도시한
다.  제8(c)도는 원호의 폭과 높이가 변화되는 일례를 도시 한다.  제8(d)도는 타원의 일부분의 종횡비
(aspect ratio)가 변화되는 일례를 도시한다. 당연히, 이들 곡선은 조합하여 채용될 수 있다.

또한, 균일광 형성수단으로서, 플랫 도광체면에 프리즘 형상이 형성되어 있는 수단이 채용될 수 있다. 광
원이 플랫 도광체의 일측에만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출사 효율이 광원측으로 낮은 것이 바람직하고, 
출사광이 광원에서 더 멀리 위치될수록 광출사 효율이 더욱 향상된다. 반사 수단이 광원에 대향하는 도광
체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 광출사 효율은, 광원에 대향하는 도광체면의 근방에서, 광원측으로 더욱 개선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원이 도광체의 양측면에 설치되는 경우, 광출사 효율은 중심부에서 큰 것이 바
람직하다.

프리즘 어레이의 광출사 효율을 제어하는 수단이 제9(a)도 및 제9(b)도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
들 도면에서, 부호 61 은 광원, 부호 62 는 반사판, 그리고 부호 63은 플랫 도광체를 나타낸다.

제9(a)도는 프리즘의 분포가 변화되는 일례를 도시한다. 제9(b)도는 프리즘의 높이가 변화되는 일례를 도
시한다. 당연히, 이들은 조합되어 채용될 수 있다. 또한, 프리즘과 렌티큘러 렌즈가 채용되어도 된다.

프리즘 또는 렌티큘러 렌즈의 피치는 0.1 내지 1 mm 의 범위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피치가 크면 눈에 띄고 피치가 미세하면 제작이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이러한 균일광 형성수단은 도광체와 별도로 설치되어도 되지만, 부품수의 감소면에서 도광체와 일체
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1 내지 3]

제1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형광램프 (냉음극 형광램프; 1) 가 조명면인 투명한 아
크릴수지 플랫 도광체 (3) 의 일측면에 부착되는 에지라이트형 백 라이트에 있어서, 광반사체로 구성되는 
램프 덮개 (2) 를 설치함으로써 광이 도광체 내부로 도입되며, 다층 구조물로 이루어지는 편광분리기 (6) 
가 일체화되어 있다

형광램프 (1) 로서는, 10 인치 액정 디스플레이면의 측면 길이(152 mm)에 대응하는 길이 및 작은 튜브 직
경을 갖는 10 W 또는 16 W 의 냉음극 형광램프가 사용된다. 또한, 램프 덮개 (2) 로서는, 냉음극 형광램
프를 둘러싸는 실린더 형상 또는 타원기둥 형상을 갖는 반사경이 채용되고, 도광체 (3) 로서는, 아크릴 
수지로 만들어진 160 mm x 220 mm x 5 mm 의 크기를 갖는 투광성 도광판 (n = 1.49) 이 채용된다. 또한. 
지연판 (retardation plate; 4) 이 도광체 (3) 의 후면 및 형광램프가 배치된 표면에 대향하는 도광체의 
측면에 배치되며, 알루미늄 금속 반사막으로 구성되는 반사면이 지연판상에 형성된다

다층 구조의 편광분리기 (6) 로서는, 두께 방향으로 약 10 ㎛ 의 높이 및 수 mm 의 반경을 갖는 5 층의 

플랫 기포층이 라멜라 형태로 균일한 투명 플라스틱 플레이트 (n 1.5) 내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물이 채
택되며, 이 구조물은 도광체 (3) 의 광출사면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프리즘 어레이 (7) 로서는, 각 프리즘이 58°의 정각(apex angle)을 갖는 이등변 삼각형 단면을 갖
는 프리즘 어레이가 채용되며 정점이 편광분리기 (6)를 마주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프리즘 어레이판의 두
께는 2 mm 이고 프리즘 어레이의 피치는 약 1 mm 이다. 또한, 광확산판 (8) 이 시야각을 넓히기 위해 프
리즘 어레이 (7) 의 광출사면측에 채용되어 있다.

액정셀 (11) 로서는, VGA 에 대응하는 화소 개수를 갖는 RGB 컬러 TFT 구동 TN 액정 디스플레이 셀이 채
용되어 있다.

광입사측 편광판 (9) 으로서는, 수직 광흡수형 유기 편광판이 채용되어 있다. 요구되는 콘트라스트비가 
대략 10 : 1 이면, 상술된 편광판은 채용되지 않고 상술된 다층 구조만이 채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편광의 소광비가 낮기 (약 10 : 1; 광흡수형 유기 편광판의 경우에 1000 : 1) 때문에, 1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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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콘트라스트비가 요구되는 TFT 구동 액정셀 텔레비젼 세트에서는 입사측 편광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광흡수형 유기 편광판의 편광 광학축에 대하여, 편광분리기 (6) 에서 출사되는 광의 편광 광학축과 
편광판 (9) 의 편광 광학축은, 다층 구조물에서 출사되는 p 편광이 최대의 투과율을 갖도록 서로 일치한
다.

광출사측 편광판 (10) 은 유사하게 광흡수형 유기 편광판을 채용한다. 편광 광학축의 방향은 디스플레이 
모드 (정상 백색(normally white), 정상 흑색)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된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는, 정
상 백색 디스플레이로서, 광출사측 편광판 (10) 의 편광 광학축은 광입사측 편광판 (9) 의 편광 광학축에 
대하여 편광 광학축이 90° 회전되어 있는 방향을 갖는다.

실시예 1 내지 3 은, 광원과 도광체의 특성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램프의 전력소모 및 수직방향으로의 시
야의 휘도를 조정함으로써, 실시되었다. 표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와 종래예를 나타낸다.

[표 1]

실시예 1 에서, 휘도는 종래보다 1.5 배 개선되었고, 시야각 범위는 좁아지지 않았다. 실시예 2에서 휘도
와 시야각 양쪽은 종래와 거의 동일하지만, 램프의 전력소모가 종래의 전력소모의 2/3 로 줄었고 배터리 
구동시간이 연장되었다. 실시예 3 에서, 램프의 전력소모와 수직 시야의 휘도는 종래와 동일하지만, 시야
각이 넓어 졌다.

이런 방식으로, 채용된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콘트라스트비에 따라 다양한 광방향 분포가 제공될 수 있
다. 특히, 수직 시야의 휘도를 선택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실시예 4 내지 6]

제2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형광램프 (1) (CCFL) 가 조명면인 투명한 아크릴 수지판 도광체 (3) 의 측면에 부착되고, 광반사체로 구
성되는 램프 덮개 (2) 가 설치되어 광이 도광체 내부로 도입되는 에지 라이트형 백 라이트가 채용되어 있
다.

형광램프 (1) 로서, 2 W 및 4 W 의 냉음극 형광램프 (CCFL) 가 채용되고 상기 형광램프의 길이는 일반 노
트북형 개인용 컴퓨터의 측면 길이 (120 mm) 에 대응한다.

또한, 램프덮개 (2) 로서, 냉음극 방출튜브를 둘러싸는 실린더 형상 또는 타원기둥 형상을 갖는 반사경이 
채용되며, 도광체 (3) 로서, 아크릴 수지로 만들어진 128 mm x 225 mm x 2.8 mm 의 크기를 갖는 투명한 
도광판 (n = 1.49) 이 채용된다.

또한, 지연판 (4) 이 도광체 (3) 의 후면 및 형광램프에 대향하는 도광체의 측면에 설치되며, 지연판상에 
알루미늄 금속 반사막으로 구성되는 반사면이 형성된다. 상기 지연판은 1/4 파장 플레이트이다.

프리즘 어레이 (13) 로서, 각 프리즘이 160°의 정각을 갖는 이등변 삼각형 단면을 갖는 프리즘 어레이가 
채용되며, 정점이 편광분리기 (6) 와 마주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프리즘 어레이판의 두께는 2 mm 이고 프
리즘 어레이의 피치는 약 1 mm 이다. 프리즘 어레이 (13) 와 도광체 (3) 는 동일 재료인 아크릴수지를 채
용한다. 또한, 아크릴 수지의 굴절률과 동일한 1.49 의 굴절률을 갖는 광학 접착제가 프리즘 어레이 (13) 
와 도광체 (3) 사이에 채용된다.

편광분리기 (6) 로서, 티타늄 산화물(TiO2: n = 2.35) 막 (6a) 일층이 약 640Å 의 막두께로 균일한 유리

기판 (n = 1.52) 의 표면상에 형성되고, 도광체 (3)의 광출사면측에 설치된다. 편광분리기의 광분리각은 
약 72°이다.

또한, 프리즘 어레이 (7) 로서, 각 프리즘이 60°의 정각을 갖는 이등변 삼각형 단면 형상을 갖는 프리즘 
어레이가 채용되며, 정점이 편광분리기 (6) 에 마주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프리즘 어레이의 두께는 2 mm 
이고, 프리즘 어레이의 피치는 약 1 mm 이다. 또한, 광확산판 (8) 이 시야각을 넓히기 위해 프리즘 어레
이 (7) 의 광출사면측에 채용된다.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12) 로서, 복굴절성을 갖는 막이 적층되어 있는 단색 디스플레이의 STM 액정 디스
플레이셀이 패용된다. 트위스트각은 240°이다.

광입사측 편광판 (9) 으로서, 수직 광흡수형 유기 편광판이 채용된다. 광흡수형 유기 편광판의 편광 광학
축에 대하여, 편광분리기에서 출사되는 광의 편광 광학축과 편광판 (9) 의 편광 광학축은 편광분리기에서 
출사되는 p 편광이 최대 투과율을 갖도록 서로 일치한다.

광출사측 편광판 (10) 도 유사하게 광흡수형 유기 편광판을 채용한다. 편광 광학축의 방향은 적절하게 선

18-10

1019930020798



택될 수 있지만, 본 실시예에서, 광출사측 편광판 (10) 의 편광 광학축은 광입사측 편광판 (9) 의 편광 
광학축에 대해 85°회전된 방향을 갖는다.

실시예 4 내지 6 은, 광원 및 도광체의 특성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램프의 전력소모 및 수직 시야의 휘도
를 조정함으로써 수행되었다. 표 2는 상기 실시예들과 편광분리기를 갖지 않는 종래예 사이의 비교를 나
타낸다.

[표 2]

실시예 4 에서, 휘도는 종래예보다 1.5 배 개선되고 시야각 범위는 좁아지지 않았다. 실시예 5 에서, 휘
도 및 시야각 모두는 종래예와 거의 동일하지만 램프의 전력소모는 종래예의 2/3 로 감소되었고, 배터리 
구동시간은 연장되었다. 실시예 6 에서, 램프의 전력소모와 수직 휘도 모두 종래예와 동일하지만, 시야각
이 넓어졌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광방향 분포가 채용된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콘트라스트비 곡선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 특히, 수직 시야의 휘도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실시예 7]

제3도를 참조하여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광체 (3)  의 표면의 형상은 프리즘 어레이 형상이다. ZrO 2  및 

SiO2 의 3 층의 박막이 교대로 균일하게 표면상에 형성된다. 특히, 3 층은 ZrO2, SiO2 및 ZrO2 의 순서로 

도광체상에 형성되며, 부루스터각에서의 편광의 정도가 530 nm 의 파장 근방에서 최대화된다.

도광체와 유전체 간섭막은 일체화되어 있다. 도광체 (3) 의 프리즘 어레이의 정각은 160° 이다. 유전체 
간섭막에서 출사되는 광의 방향은 도광체의 표면에 수직한 방향에 대한 분포를 가지므로, 프리즘 어레이
가 각 프리즘의 정점이 도광체를 마주하는 도광체의 반대측에 추가로 설치된다. 상술한 것 이외의 구성은 
실시예 4와 동일하다. 실시예 1에 비해 휘도가 약간 증가한다. 이것은 실시예 7 에서 계면의 감소로 인해 
계면 반사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체 형성에 의해 실시예 4  에  비해 두께도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대량 생산으로 비용이 감소된다는 장점도 있다

[실시예 8]

편광 분리기로서, 제2도와 동일한 형상을 갖는 적층 생성물이 채용되며, 상기 적층 생성물은 아크릴 수지 
및 폴리카르보네이트의 400 층을 갖는다. 편광 분리기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직 방향으로의 휘
도가 약 1.5 배 증가된다.

[실시예 9]

제6도 및 제7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형광램프 (31) (CCFL) 가 조명면인 투명한 아크릴 수지판 도광체 (34) 의 측면에 부착되고, 반사체 (33) 
로 이루어지는 램프덮개 (32) 가 설치되어 광이 도광체 내부로 도입되는 에지 라이트형 백라이트가 채용
되어 있다. 형광램프 (31)로서, 냉음극 형광램프 (CCFL) 가 통상적인 노트북형 개인용 컴퓨터의 측면 길
이 (125 mm) 에 대응하는 길이 및 3 mm 의 튜브 직경을 갖는다. 또한, 램프덮개 (32) 로서, CCFL 을 둘러
싸는 실린더 형상 또는 타원기둥 형상의 반사경이 채용되며, 도광체 (34) 로서, 아크릴 수지로 만들어진 
128 mm x 225 mm x 2.8 mm 의 크기를 갖는 투광성 도광판 (n = 1.49) 이 채용된다.

또한, λ/4 위상간섭판 (35) 이 도광체 (34) 의 후면 및 형광램프에 대향하는 도광체의 측면에 설치되며, 
알루미늄 금속 반사막으로 만들어진 반사면 (36) 이 상기 간섭 판상에 형성되어 있다.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37) 가 채용되어, 렌즈 어레이의 돌출면이 편광분리기 (38) 와 마주하도록 배치된
다.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의 두께는 2 mm 이고 그의 피치는 약 30 ㎛ 이다.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37) 
및 도광체 (34) 는 동일 재료인 아크릴 수지를 채용한다. 또한, 아크릴 수지의 굴절률과 동일한 1.49 의 
굴절률을 갖는 광학 접착제가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37) 와 도광체 (34)사이에 채용된다.

편광분리기 (38) 로서, 1 층의 티타늄 산화물 (TiO2: n = 2.35) 이 약 640Å 의 막두께로 균질한 유리 기

판 (n = 1.52) 의 표면상에 형성되어, 도광체 (33) 의 광출사면에 설치된다. 편광분리기의 분리각은 72°
이다. 즉, 72°의 입사각을 갖는 p 편광성분 중 약 100 % 가 편광분리기를 투과하여 거의 반사가 없으며, 
약 15 % 의 s 편광성분만이 투과하고 85 % 는 반사된다.

편광분리기에서 출사되는 편광은 선형 광원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편광된다.

또한, 프리즘 어레이 (39) 로서, 각각의 프리즘이 65°의 정각을 갖는 이등변 삼각형 단면을 갖는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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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이가 채용되며, 정점이 편광분리기 (38) 를 마주하도록 배치된다. 프리즘 어레이판의 두께는 2 mm 이
고 그의 피치는 약 30 ㎛ 이다. 이런 식으로, 투과 방향이 거의 도광체에 수직한 광선의 광량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λ/2  지연판 (40)  이  프리즘 어레이 (39)  의  외측에 설치된다.  λ/2  지연판의 패스트축 (fast 
axis) 은 제7도에서와 같이 광원에 수직한 방향에 대해 θ = 45°만큼 경사져 있다. 상기 재료는 폴리카
르보네이트(7)를 채용하며 550 nm 의 파장으로 측정할 때 λ/2 의 복굴절성을 갖는다. 제7도에 있어서, 
부호 51 은 형광램프, 부호 52 는 도광체, 부호 53 은 패스트축의 방향 부호 54 는 광입사측 편광판에 대
한 편광 광학축, 부호 55 는 광출사측 편광판에 대한 편광 광학축, 부호 56 은 광입사측상의 러빙 방향, 
그리고 부호 57 은 광출사측상의 러빙 방향을 가리킨다.

컬러 디스플레이의 TFT 액정 디스플레이셀이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 (4) 로 채용된다. 수직 광흡수형 유기 
편광판이 광입사측 편광판 (42) 으로 채용된다. 편광 광학축은 θ = 90°이다. 수직 광흡수형 유기 편광
판은 또한 광출사측 편광판 (43) 으로도 채용된다. 편광 광학축은 θ = 90°이다. 광입사측상의 러빙 방
향은 θ = 90°이고 광출사측상의 러빙 방향은 θ = 0°이다.

편광분리기에서 출사되는 광은 광원에 수직한 방향을 갖는 다량의 선형 편광을 가지므로, 본 실시예에 사
용된 광입사측 편광판의 편광 광학축이 90°일 때,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의 휘도는 45° 경사진 λ/2 지
연판을 채용함으로써 거의 3 배 증가되며, 광의 활용 효율도 증진된다.

[실시예 10]

또한, 실시예 9 의 편광분리기와 λ/2 위상차판 대신 양쪽 기능을 갖는 1 층의 티탄(titania)이 폴리카르
보네이트(PC) 상에 형성되며, 그의 간섭막을 광원측으로 향한 상태로 렌티큘러 렌즈와 프리즘 어레이 사
이에 설치된다. 폴리카르보네이트 (PC) 의 지연판은, 약 60°의 입사각을 갖는 입사광에 대하여, 550 nm 
의 파장에서 측정할 때, λ/2 의 복굴절성을 갖는다. 상술한 실시예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얻어진다.

본 발명에 따르면, 높은 콘트라스트비를 갖는 특정한 영역에 대해 특별히 높은 휘도를 갖는 직시형 디스
플레이 소자용 조명 장치가 제공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소망의 관찰 방향의 광 중에서, 디스
플레이 장치의 조명광에 기여하지 않는 광을 편광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소망의 관찰 방향에 대해 휘도가 
증진될 수 있고, 이것은 단일 프리즘 어레이 등이 채용된 경우와는 다르다. 따라서, 특정 방향으로 높은 
휘도를 갖는 조명 장치가 넓은 조명 분포를 유지하면서 제공된다. 이것은 넓은 시야각을 갖는 직시형 디
스플레이 소자용 조명 장치에 가장 적절하다.

또한,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광으로서 적절한 확산광이 광출사수단으로서 소위 에지 라이트형 광
원이 채용됨으로써 용이하게 얻어질 수 있다. 또한, 편광 변환 수단이, 에지라이트용  도광체의 광출사 
위상측상에 설치된 편광분리면과 광출사면에 대향하는 플랫 도광체측에 설치된 광반사면을 협력하게 함으
로써 구성될 때, 에지 라이트용 도광체가 편광을 분리하는 공간으로서 채용될 수 있다.

따라서, 매우 콤팩트한 구성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조명장치에서 출사되는 광선의 광학축의 방향이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광입사측 편광판의 광학축 
방향과 거의 일치하도록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후면에 본 발명의 조명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실제 관찰
각에서 높은 조도를 가지며 전력 소모량이 적은 직시형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가 제공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2개의 대향하는 측면 및 에지부를 갖는 플랫 도광체; 상기 플랫 도광체의 에지부로 광이 입사하도록 설치
돤 광원; 상기 플랫 도광체의 광출사면상에 설치되어 소정의 입사방향을 갖는 광선에 대해 p 편광성분을 
투과시키고 s 편광성분 중 일부분 이상을 반사시키는 편광분리시트; 및 상기 플랫 도광체의 상기 광출사
면에 대향 마주하는 다른 측면상에 상기 광출사면과 평행하게 배치된 광반사시트를 구비하며, 상기 광반
사시트는, 상기 편광분리시트에 의해 반사되는 상기 s 편광성분 중 일부분을 p 편광으로 변환시키고, 상
기 변환된 p 편광을 상기 편광분리시트로 반사시켜 상기 변환된 p 편광이 상기 편광분리시트를 투과하도
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분리시트는, 비교적 굴절률이 큰 광투과 재료 및 비교적 굴절률이 작은 광투과 
재료가 적층된 다층 구조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분리시트는, 투명 지지체 및 상기 투명 지지체상에 적층되는 가시광 파장 이하
의 두께를 갖는 하나 이상의 유전체 박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분리시트는 상이한 굴절률을 갖는 다수의 적층된 투명 폴리머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장치.

청구항 5 

조명장치로부터 출사되는 광의 주요한 편광방향이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광입사측상의 편광판의 편광 
광학축 방향과 일치하도록 제1항에 따른 조명장치가 직시형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배면에 배치되어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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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편광분리시트와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사이에 배치되어 광분포 방향 중에서 광의 강도를 
최대화하는 광선의 방향을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디스플레이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편향시키는 광
편향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장치와 상기 액정디스플레이 소자 사이에 배치되어 출사광의 주요한 편광방향
을 회전시키는 편광방향 회전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8 

제1편광 방향을 갖는 제1편광성분 및 상기 제1편광방향에 대해 수직한 제2편광 방향을 갖는 제2편광성분
을 포함하는 산란광을 출사하는 플랫 광출사수단; 편광분리수단 및 광반사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편광변환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1편광성분은, 상기 플랫 광출사수단에서 출사되는 광의 광학적 경로에 배치되는 
상기 편광분리수단에서 출사되고, 상기 제2편광성분은 상기 편광분리수단에 의해 반사되고, 상기 제2편광
성분 중 일부분 이상은 상기 광반사수단에 의해 상기 제1편광성분을 포함하는 광으로 변환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분리수단은 평면 다층 구조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시형 디스플
레이 소자용 조명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분리수단은, 2 층 이상의 광투과 재료를 갖는 복수의 폴리머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분리수단은, 2 층 이상의 광투과 재료를 갖는 복수의 폴리머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장치.

청구항 12 

제10항 또는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층 중 하나는 0.05 ㎛ 이상 0.45 ㎛ 이하의 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장치.

청구항 13 

제10항 또는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충은 사출에 의해 얻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시형 디스플
레이 소자용 조명장치.

청구항 14 

제10항 또는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머층은 적층에 의해 얻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시형 디스플
레이 소자용 조명장치.

청구항 15 

제8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소자용 광의 광분포의 방향이 상기 디스플
레이 소자에 대해 거의 0 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장치.

청구항 16 

제8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랫 도광체와 상기 광반사수단 사이에 λ/4 위상간섭 
플레이트가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장치.

청구항 17 

제8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소자용 광의 광분포의 방향을 변환하는 프
레스넬 형상 소자가 배열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스넬 형상 소자는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또는 프리즘 어레이로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직시형 디스플레이 소자용 조명장치.

청구항 19 

제8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조명장치; 및 직시형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를 구비하며, 상기 
조명장치로부터 출사되는 광의 주요한 편광방향이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광입사측 편광판의 편광 
광학축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편광분리수단과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사이에 배치되어 광분포 방향 중에서 광의 강도
를 최대화하는 광선의 방향을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의 디스플레이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편향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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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편향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장치와 상기 액정디스플레이 소자 사이에 배치되어 출사광의 주요한 편광방향
을 회전시키는 편광방향 회전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장치와 상기 액정디스플레이 소자사이에 배치되어 출사광의 주요한 편광방향
을 회전시키는 편광방향 회전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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