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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액정 디스플레이와 같은 디스플레이에서 광처리 필름을 위한 새로운 패키징 방법에 있어서, 두개 이상의 광학 필름의 적층

물은 디스플레이 프레임에 삽입되기 전에 함께 유지된다. 그 적층물은 필름의 시야 영역 밖에 위치된 접착제를 이용하여

함께 접착되는 적어도 두개의 필름을 포함한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접착제는 필름 적층물의 주연 주위에 제공되는 하

나 이상의 탭에 제공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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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디스플레이 내에서 광을 처리하기 위한 광처리 필름 패키지이며,

각각 적어도 하나의 주연 탭을 갖는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적층물과,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서로 접착시

키도록 적어도 하나의 주연 탭 사이에 배치된 접착제 층을 포함하고,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적어도 하나의 주연 탭은 상대적으로 정렬되는 광처리 필름 패키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 각각은 정합되어 각각의 주연 가장자리를 갖고, 제1 광학 필름의 적어도 하나의 주

연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는 접착제에 의해 제2 광학 필름의 적어도 하나의 주연 가장자리에 함께 접착되는 광처리 필름

패키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제1 광학 필름은 제2 광학 필름을 향해 프리즘 구조화 면을 갖는 프리즘의 광 유도 필름인 광처리 필름 패

키지.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제2 광학 필름은 제1 광학 필름으로부터 이격되는 제2 광학 필름의 측면에 프리즘 구조화 면을 갖는 프리

즘의 광 유도 필름이며, 제2 광학 필름의 프리즘 구조화 면의 리브는 제1 광학 필름의 프리즘 구조화 면의 리브에 실질적으

로 수직으로 배향되는 광처리 필름 패키지.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시야 영역과 함께 정합된 제3 시야 영역을 갖는 적어도 제3 광학 필름을 추가로 포함하고, 제

3 광학 필름은 제2 광학 필름의 적어도 하나의 주연 탭에 접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주연 탭을 갖는 광처리 필름 패키지.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은 프리즘의 광 유도 필름이며, 제3 광학 필름은 반사 편광자 필름인 광처리 필름 패

키지.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부재를 추가로 포함하고,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적층물은 디스플레이 부재에 부착되

는 광처리 필름 패키지.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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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백라이트부를 추가로 포함하고,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적층물은 백라이트부에 부착되는 광처리

필름 패키지.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상의 적어도 하나의 주연 탭은 비대칭 패턴으로 각각의 광학 필름 주위에 배치되는

광처리 필름 패키지.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적층물의 한쪽 측면에 하부 보호층을, 다른 쪽 측면에 상부 보호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광처리 필름 패키

지.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부 및 하부 보호층은 각각, 모양 및 크기 중 적어도 하나가 적층물의 주요면과 다른 주요면을 갖는 광

처리 필름 패키지.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적층물은 시야 영역을 갖고, 접착제 층은 시야 영역 밖에 있는 광처리 필름 패키지.

청구항 13.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며,

조명부와,

디스플레이부와,

조명부로부터 디스플레이부를 통과하는 빛을 처리하기 위해 조명부와 디스플레이부 사이에 배치된 광처리부를 포함하고,

광처리부는 각각 적어도 하나의 주연 탭을 갖는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적층물과,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서로 접착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주연 탭 사이에 배치된 접착제 층을 포함하고,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적어도 하나의 주연 탭은 상대적으로 정렬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부에 의해 디스플레이된 이미지를 제어하기 위해 디스플레이부에 접속된 제어부를 추가로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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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부는 액정 디스플레이 층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액정 디스플레이 층의 시야 측면에는 흡수 편광자 층을, 액정 디스플레이 층의 조명부 측면에는 흡수 편

광자를 추가로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조명부는 광 가이드 패널을 비추는 하나 이상의 광원을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광원으로부터의 광은 광

가이드 패널에 진입하여 그것의 표면을 통해 광처리부까지 통과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조명부, 광처리부 및 디스플레이부를 유지하는 프레임을 추가로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19.

광학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을 적층하기 위한 방법이며,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주연 광학 탭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1 광학 필름을 제2 광학 필름에 접착제로 접착하는 단계와,

각각 주연 탭을 갖는 각각의 제1 및 제2 광학 필름 단편을 제조하도록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절단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은 정렬되어 접착된 주연 탭을 갖는 필름 적층물을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절단하기 전에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접착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절단하는 단계는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함께 절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절단한 후에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접착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절단하는 단계는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별도로 절단한 다음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정렬하여 적층하고 접착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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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각각의 제1 및 제2 광학 필름으로부터 제1 및 제2 라이너층을 떼어내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절단하는 단계는 미절단된 제2 광학 필름에 결합된 라이너층을 남기는 깊이까

지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절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접착하는 단계는 압력 감응형 접착제를 이용하여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적층

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접착하는 단계는 방사 경화 수지를 이용하여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적층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4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접착하는 단계는 열용융 아교를 이용하여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적층하는 것

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접착하는 단계는 에폭시를 이용하여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적층하는 것을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19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절단하는 단계는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함께 다이 절단기에 통과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19항에 있어서, 제1 광학 필름은 제1 배향으로 프리즘 리브를 갖는 프리즘 필름이며, 제2 광학 필름은 제1 배향에 평행

하지 않은 제2 배향으로 프리즘 리브를 갖는 프리즘 필름인 방법.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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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제공하는 단계는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롤로부터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적어도 하나를 푸르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19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적어도 하나를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다른 하나 위에 절단 시트로서 공급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19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제공하는 단계는 적어도 제3 광학 필름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1 및 제2

광학 필름과 함께 적어도 제3 광학 필름을 적층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19항에 있어서, 필름 적층물의 한쪽 측면에 제1 보호층을, 다른 쪽 측면에 제2 보호층을 제공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

고, 제1 및 제2 층은 각각 크기 및 모양 중 적어도 하나가 필름 적층물의 주요면과 다른 주요면을 갖는 방법.

청구항 36.

디스플레이 내에서 광을 처리하기 위한 광처리 필름 패키지이며,

적어도 하나의 제1 주연 탭이 배치되는 제1 주연 가장자리를 갖는 제1 광학 필름과,

제1 광학 필름에 걸쳐 배치되는 제2 광학 필름을 포함하며, 제2 광학 필름은 적어도 하나의 제2 주연 탭이 배치되는 제2

주연 가장자리를 갖고, 적어도 하나의 제2 주연 탭은 적어도 하나의 제1 주연 탭과 정렬되고, 적어도 하나의 제2 주연 탭은

필름 적층물을 형성하기 위해 접착제로 적어도 하나의 제1 주연 탭에 접착되는 필름 패키지.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제2 광학 필름에 부착되는 제3 광학 필름을 추가로 포함하는 필름 패키지.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제3 광학 필름은, 제1 및 제2 주연 탭의 적어도 하나와 정렬되고 적어도 하나의 제2 주연 탭에 접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3 주연 탭을 갖는 제3 주연 가장자리를 포함하는 필름 패키지.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은 프리즘의 광 유도 필름이며, 제3 광학 필름은 반사 편광자인 필름 패키지.

청구항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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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광학 필름 각각은 정합되어 각각의 주연 가장자리를 갖고, 제1 주연 가장자리의 적어도 일부

는 제2 주연 가장자리의 해당 부분에 접착되는 필름 패키지.

청구항 41.

제36항에 있어서, 제1 광학 필름은, 제2 광학 필름을 향해 배향된 프리즘 구조화 면을 갖는 프리즘의 광 유도 필름인 필름

패키지.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제2 광학 필름은, 제1 광학 필름을 향해 배향된 실질적으로 편편한 면과, 제1 광학 필름의 프리즘 구조

화 면의 리브에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배향된 리브가 있는 프리즘 구조화 면을 갖는, 프리즘의 광 유도 필름인 필름 패키지.

청구항 43.

제36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부재를 추가로 포함하며, 디스플레이 부재에 필름이 부착되는 필름 패키지.

청구항 44.

제36항에 있어서, 백라이트부를 추가로 포함하며, 백라이트부에 필름 적층물이 부착되는 필름 패키지.

청구항 45.

제36항에 있어서, 적층물의 한쪽 측면에 하부 보호층을, 다른 쪽 측면에 상부 보호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필름 패키지.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부 및 하부 보호층은 각각 모양 및 크기 중 적어도 하나가 적층물의 주요면과 다른 주요면을 갖는 필름

패키지.

청구항 47.

제36항에 있어서, 적층물은 시야 영역을 갖고, 접착제 층은 시야 영역 밖에 있는 필름 패키지.

청구항 48.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며,

조명부와,

디스플레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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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부로부터 디스플레이부까지 통과하는 광을 처리하기 위해 조명부 및 디스플레이부 사이에 배치된 광처리부를 포함하

고, 광처리부는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적층물을 포함하며, 제1 광학 필름은 제1 주연 가장자리를 갖고, 적어도 하

나의 제1 주연 탭은 제1 주연 가장자리에 배치되고, 제2 광학 필름은 제1 광학 필름에 걸쳐 배치되고 제2 주연 가장자리를

갖고, 적어도 하나의 제2 주연 탭은 제2 주연 가장자리에 배치되고, 적어도 하나의 제2 주연 탭은 적어도 하나의 제1 주연

탭과 정렬되고, 적어도 하나의 제2 주연 탭은 접착제로 적어도 하나의 제1 주연 탭에 접착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부에 의해 디스플레이된 이미지를 제어하도록 디스플레이부에 접속된 제어부를 추가로 포함

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50.

제48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부는 액정 디스플레이 층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액정 디스플레이 층의 시야 측면에 흡수 편광자 층을, 액정 디스플레이 층의 광원 측면에 흡수 편광자를

추가로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52.

제48항에 있어서, 조명부는 광 가이드 패널을 조명하는 하나 이상의 광원을 포함하고, 하나 이상의 광원으로부터의 광은

광 가이드 패널에 진입하여 광 가이드 패널의 표면을 통해 광처리부를 통과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53.

제48항에 있어서, 조명부, 광처리부 및 디스플레이부를 유지하는 프레임을 추가로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광처리부의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은 프레임 내에 광처리부를 위치시키기 위한 하나 이상의 주연

정렬 탭을 포함하고, 하나 이상의 주연 정렬 탭은 접착제로 서로 부착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광학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이며, 보다 상세하게는, 광학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광처리 광학 필름을 패키징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액정 디스플레이(LCD)와 같은 광학 디스플레이는, 예컨대, 휴대 전화기,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에서 전자 게임에

이르는 휴대용 컴퓨터 장치, 랩탑 컴퓨터와 같은 대형 장치, 및 LCD 모니터와 텔레비전 스크린에서 사용되면서, 점점 보편

화되고 있다. 광처리 필름을 광학 디스플레이 장치에 합체하면 향상된 디스플레이 성능을 가져온다. 프리즘 구조화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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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편광자 및 확산 필름을 포함하는 여러 형태의 필름은 출력 발광성, 조도 균일성, 시야각 및 전반적인 시스템 효율성과

같은 디스플레이 파라미터를 향상시키는데 유용하다. 그러한 향상된 작업 특성은 장치를 보다 쉽게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배터리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

광처리 필름은, 백라이트 어셈블리와 평판 디스플레이 사이의 디스플레이 프레임내에 하나씩 적층된다. 필름의 적층물은

특정의 원하는 광학 성능을 얻도록 최적화된다. 그러나, 제조 관점에서, 몇몇 분리된 필름 조각의 취급 및 조립으로부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라이너 제거시 필름 손상의 기회증가에 더하여, 그중에서도 특히, 개별 광학

필름으로부터 보호 라이너를 제거하는데 요구되는 초과 시간을 포함한다. 게다가, 다수의 개별 시트들을 디스플레이 프레

임에 삽입하는 것은 시간이 소모적이며, 개별 필름들의 적층은 필름이 손상되는 기회를 더욱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

들은, 전반적인 작업 처리량을 줄이고 수율을 감소시켜 보다 높은 시스템 비용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한 문제들의 관점에서, 본 발명은 두 개 이상의 광학 필름이 디스플레이 프레임에 삽입되기 전에 함께 적층되어 유지

되는 새로운 패키징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필름의 취급을 쉽게 하고, 디스플레이 장치의 조립에 요구되는 단계수를

줄이고, 필름 손상의 기회를 줄이며, 수율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두 개 이상의 광처리 필름의 적층물을 패키징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필름의 시야 영역 밖에 위치된

접착제를 이용하여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필름이 함께 접착된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접착제는 필름 적층물의 주연 주변

에 제공되는 하나 이상의 탭에 제공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내에서 광을 처리하기 위한 광처리 필름 패키지에 관한 것이다. 패키지는 적어

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적층물을 포함한다.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은 각각 적어도 하나의 주연 탭을 갖는다. 적

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적어도 하나의 주연 탭은 상대적으로 정렬된다. 접착제 층은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서로 부착시키도록 적어도 하나의 주연 탭 사이에 배치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조명부, 디스플레이부 및 조명부로부터 디스플레이부를 통과하는 광을 처리하기 위한 조명부

와 디스플레이부 사이에 위치된 광처리부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광처리부는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적층물을 포함한다.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은 각각 적어도 하나의 주연 탭을 갖는다.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적어도 하나의 주연 탭은 상대적으로 정렬된다. 접착제 층은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을 서로 부착시키도

록 적어도 하나의 주연 탭 사이에 배치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광학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의 적층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방법은, 주연 광학 탭에 해당

하는 제1 및 제2 광학 필름 부분에서, 접착제로 제1 광학 필름을 제2 광학 필름에 부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은 각각 주연 탭을 갖는 각각의 제1 및 제2 광학 필름 단편을 생산하도록 절단된다.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은 정렬

되어 부착된 주연 탭을 갖는 필름 적층물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디스플레이 내에서 광을 처리하기 위한 광처리 필름 패키지에 관한 것이다. 패키지는, 적어도

하나의 제1 주연 탭이 배치된 제1 주연 가장자리를 갖는 제1 광학 필름을 포함한다. 제2 광학 필름은 제1 광학 필름에 걸

쳐 배치된다. 제2 광학 필름은, 적어도 하나의 제2 주연 탭이 배치된 제2 주연 가장자리를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제2 주연

탭은 적어도 하나의 제1 주연 탭과 정렬된다. 적어도 하나의 제2 주연 탭은 적어도 하나의 제1 주연 탭에 접착제로 부착된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조명부, 디스플레이부 및 조명부와 디스플레이부 사이에 배치된 광처리부를 갖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광처리부는 조명부로부터 디스플레이부를 통과하는 광을 처리한다. 광처리부는 적어도 제1 및 제2

광학 필름의 적층물을 포함한다. 제1 광학 필름은, 적어도 하나의 제1 주연 탭이 배치된 제1 주연 가장자리를 갖는다. 제2

광학 필름은 제1 광학 필름에 걸쳐 배치된다. 제2 광학 필름은, 적어도 하나의 제2 주연 탭이 배치된 제2 주연 가장자리를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제2 주연 탭은 적어도 하나의 제1 주연 탭과 정렬된다. 적어도 하나의 제2 주연 탭은 적어도 하나의

제1 주연 탭에 접착제로 부착된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각각 설명된 실시예 혹은 본 발명의 모든 수단을 기재하도록 의도되지 않는다. 다음 도면 및 상

세한 기재는 이러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예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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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본 발명은 액정 디스플레이와 같은 디스플레이에 적용 가능하며, 그러한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데 요구되는 단계수를 줄

이는데 특히 유용하다.

디스플레이 시스템(10)은 도1에 개략적으로 나타난다.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두 개의 유리층 사이에 끼워 넣어지는 액정

디스플레이(LCD) 패널과 같은 전자 디스플레이 부재(102)를 포함한다. 게다가, 디스플레이 부재(102)는 편광계 이미지를

제조하는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편광 콘트라스트를 제공하도록, LCD 패널의 위 아래에 흡수 편광자를 포함할 수 있다.

백라이트 어셈블리(104)는 디스플레이 부재(102)를 위한 주요 광원으로서 이용되거나, 혹은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부재

(102)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를 보는데 주위 광이 불충분할 때 디스플레이 부재(102)를 통해 광을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

다. 하나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백라이트 어셈블리(104)는 광원(106), 광 가이드(108) 및 하나 이상의 반사층(110)

과 같은 몇몇 부재들을 포함할 수 있다. 많은 응용 분야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시스템(100)의 중요한 특징은, 시스템(100)

의 총 두께가 작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원(106)은 일반적으로 광 가이드(108)의 측면에 위치되고, 광 가이드(108)는 광원

(106)으로부터의 광을 시스템(100)을 통해 윗쪽의 디스플레이 부재로 향하게 한다. 광원(106)은 임의의 적절한 타입의 광

원일 수 있다. 많은 응용 분야에 있어서, 백광으로 디스플레이(100)를 조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경우, 광원(106)은 형

광램프, 백광을 제조하도록 칼라가 혼합되는 발광 다이오드의 어레이 등이 될 수 있다.

도시되는 실시예에 있어서, 광 가이드(108)는 광을 광 가이드(108)로부터 디스플레이 부재(102)로 향하게 하는 확산 반사

영역(112)과 함께 제공된다. 광 가이드(108)는, 디스플레이 부재에 대향하는 광 가이드(108)의 상면에 광 인출 영역과 같

은, 디스플레이 부재(102)를 향해 광을 유도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광 인출 형상부는 광 가이드

(108)의 상하면 모두에 제공될 수 있다. 광 가이드(108)는 도시된 바와 같이 슬래브 형태일 수 있지만, 또한, 예컨대 웨지

와 같은 또 다른 형태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또한, 다른 장치들이 디스플레이 부재(102)를 향해 광을 전달하

는데 이용될 수 있다.

백라이트 어셈블리의 다른 실시예가 이용될 수 있는데, 예컨대, 백라이트 어셈블리는 적절한 반사 공동에 위치된 램프의

어레이로 형성될 수 있다. 백라이트 어셈블리의 디자인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선택 사항들이 있지만, 백라이트 어셈블리의

특정 디자인이 본 발명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많은 광처리 필름들이 전형적으로 백라이트 어셈블리(104)와 디스플레이 부재(102) 사이에 개재되어 광처리 필름 적층물

(114)로 된다. 광처리 필름 적층물(114)은 전형적으로 많은 필름을 포함하여 디스플레이 부재(102)에 대한 입사광의 다양

한 광학 특성을 제어한다. 예를 들어, 광처리 필름 적층물은 제1 확산 필름(116)을 포함할 수 있다. 제1 확산 필름은 필름

적층물(114)을 통해 위로 통과하는 광의 강도를 균질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필름(118,120)은 각각 그것의 상면을 가로지르는 한 줄의 프리즘형 리브(119)를 갖는 구조화 필름일 수 있다. 상기 프리즘

형 리브는 시스템(100)의 광학 축(130)을 향해 광을 유도한다. 필름(118)의 리브(119)는 도면의 평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광을 다시 유도한다. 필름(120)의 리브는 전형적으로 필름(118)의 리브와 평행하지 않게 배열된다. 필름(120)의 리브는,

도면의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광을 다시 유도하도록, 필름(118)의 리브(119)에 수직이다. 이것은 교차 구조 구성으로 불

릴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도시안됨)에 있어서, 층(118, 120)은, 백라이트 어셈블리(104)로부터 입수된 광을 다시 유도

하는 단일 구조 광학 필름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적층물(114)은 반사 편광자 층(122)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이 층은, 이미지 광으로서 디스플레이 부재(102)를 통해 전달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편광 상태에 있는 백라이트 어셈블리(104)로부터의 광을 재순환시키는데 유용하다. 반사 편광자

(122)에 의해 반사된 광은 얼마간 편광 혼합하면서 반사기(110)에 의해 확산적으로 반사되어, 반사된 광의 적어도 일부는

이미지 광으로서 사용하는데 적절한 편광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부재(102)를 통과하게 된다. 또한, 예를 들어 4분할파 지연

층인 편광 변환기가 반사 편광자(122)로부터 반사된 광의 편광을 변환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반사 편광자(122)는 임의의

적절한 형태의 반사 편광자일 수 있고, 예를 들어 다중합체층 필름, 콜레스테롤 편광자 또는 그물망 편광자가 있다.

적층물(114)은, 종종 "커버 시트"로 불리는 별개의 시트(124)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커버 시트(124)는 비교적 약한 확산

기이다. 확산기 시트(116, 124)는 디스플레이 부재(102)의 조명을 관측자에게 균일하게 하는데 유용하다. 커버 시트(124)

는, 또한 필름 적층물(114)의 시야 영역을 정의하거나 또는 백라이트(104) 혹은 적층물(114)의 에지 효과를 저지하기 위

한 마스크인 차광 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다. 실제 시스템 설계에 따라, 층(116~124)으로 표현되는 몇몇 부재들이 생략, 첨

가 또는 다른 기능성 부재들로 치환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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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필름 적층물(114)과 함께, 분리된 광학 필름 층들(116~124)은 각각 제조시 디스플레이 프레임에 개별적으로 삽입

된다.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두께를 줄이기 위해 필름(116~124)의 두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개의 필름

(116~124)은 매우 얇게 제조된다. 그 결과, 개개의 필름 강성도는 매우 낮아서 제조시 취급, 공정 및 어셈블리에 어려움을

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필름 층은 종종 정밀한 광학 기능성을 갖기 때문에, 긁힘 또는 찌꺼기와 같은 표

면 결함의 도입은 전체 시스템 성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때때로, 각각의 필름 층은, 백라이트 어셈블리로 삽입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하는 양면 보호 라이너와 함께 제공된다. 라이너를 제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른 백라이트 어셈블리로의 삽입은

예민한 필름을 결함 도입의 잠재 모드의 호스트에 노출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결함들의 예로는, 긁힘, 보푸라기 및 정전기의

축적에 기인하는 필름 표면에 유인된 다른 찌꺼기가 있다. 또한, 라이너의 제거는 추가의 제조 단계를 요구하여, 제거될 라

이너 수의 감소는 제조비의 부수적인 절약과 함께 보다 적은 공정 단계를 가져온다. 다수의 필름 층이 백라이트 어셈블리

에 결합될 때, 결함 생성/도입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은 과도한 재작업 및 보다 높은 단위 비용으로 인해

보다 부진한 제조 작업 처리량을 낳을 수 있다.

본 발명은, 취급 및 최종 백라이트/시스템 어셈블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광학 필름 층 및/또는 부품들을 적층

물로 결합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적어도 두 개의 광학 층을 적층물로 함께 결합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층의 주연 탭 부분들 사이에 접착층을 삽입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그러한 접착 결합은 다수의 필름 접착을 수행할 수 있지만, 각각의 접착층이 일반적으로 30㎛ 정도의 두께 증

가를 가져올 수 있다. 특정 환경에 있어서, 필름 적층물의 전반적인 두께에 있어서의 그러한 증가는 최종 구조에서 허용될

수 있다. 또한, 필름의 시야 영역 밖의 접착층이 광학 필름의 주연으로 제한되는 곳에서, 접착층은 존재할지 모르는 임의의

구조화 필름 표면의 굴절성의 열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기술은, 가령 프리즘 필름(118, 120)과 같이, 구조

화 굴절면을 갖는 필름을 적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부착된 필름 적층물(200)을 형성하는 하나의 방법은 도2a에 개략적으로 도시된다. 층(216~224)은 디스플

레이 시스템의 광처리 필름 적층물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서로 다른 광학 층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층(216)은 확

산층, 층(218, 220)은 광을 유도하기 위한 프리즘 구조화 필름이 될 수 있고, 층(220)의 배향은 층(218)에 대해 교차된다.

층(224)이 확산층인 경우, 층(222)은 반사 편광자 층이 될 수 있다.

접착제(230)는 인접하는 필름 층들을 함께 고정하는 접착제 층을 나타낸다. 접착제(230)는, 필름 층의 부착되지 않은 부분

들 사이에서 공기 간극의 존재를 허용하도록 하는 범위 내, 예를 들어, 필름들 중 하나의 표면이 구조물을 포함하는 부분으

로 제한된다. 그러한 공기 간극은, 적층물(214)의 축(232)을 향해 광을 다시 유도하기 위한 구조화 광학 필름(218, 220)과

같은 특정 광학 필름의 효율적인 조작을 유지하는데 유용하다. 접착제(230)는 전형적으로 필름의 가장자리를 따라, 또는

층(216~224)의 하나 이상의 측면 탭 상에 위치된다. 그러한 탭은 또한 적층물(200)을 디스플레이 프레임에 탑재하기 위

한 정합 부재 역할을 할 수 있다.

필름 적층물의 또 다른 실시예는 도2b에 개략적으로 도시되는데, 이 경우 프리즘 구조화 필름(266) 및 별도의 필름(270)

사이에 접착층(230)이 나타난다. 하나 혹은 두 개의 필름(266, 270)은 접착제(230)를 수용하도록 함몰된다. 함몰부(268,

272)의 높이는, 필름(268, 270)의 적층물에 약간의 여분의 높이를 더하거나 혹은 더하지 않으면서, 접착제 층을 수용하기

에 충분하다. 필름(266, 270) 사이의 공기 간극(274)은 프리즘 구조화 필름으로 하여금 거기를 통과하는 광을 다시 유도하

지만, 필름 적층물의 두께를 늘리지 않는다.

다른 방법들이 적층된 필름의 광학 특성의 열화를 줄이거나 방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턴 고리에 이를 수

있는 필름 사이의 오염 물질 미립자의 존재를 줄이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서로 접촉하는 하나 또는 두 개의 표면들

은, 예컨대 여기에 참고로 수록되는 미국 특허 제6,322,236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젖음을 줄이도록 작은 높이 편차와 함

께 제공될 수 있다. 또한, 프리즘 구조화 필름은, 예컨대 여기에 참고로 수록되는 미국 특허 제5,711,328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높이의 구조화 표면과 함께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압력 감응형 접착제(PSA), 방사 경화 수지, 열용융 아교, 혹은 에폭시 시스템과 같은 여러 종류의 접착제(230)

가 사용될 수 있다. 접착제는 스크린 인쇄 또는 그라비어 코팅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건조 적층 공정이나 습식 코팅된 접

착제를 통해 전사 접착제로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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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 필름 시트(302) 만을 나타내는 필름의 적층물(300)의 평면도가 도3에 개략적으로 도시된다. 적층물에 있어서 필름

은 하나 이상의 주연 탭(304)을 갖는다. 탭(304)은, 최종 백라이트/시스템 어셈블리의 특정 디자인에 따라 많은 여러 가지

의 모양, 개수, 위치를 취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차광 영역(306)은 층 아래에 부착하도록 접착제와 함께 제공

된 영역에 해당한다.

탭(304)은 조립 또는 검사시 적층물(300)을 유지하도록 편리한 영역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적층물을 디스플레이와 함께

탑재할 때 필름 적층물을 정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탭(304)은 필름 주위에서 비대칭 패턴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것은 어셈블러로 하여금 필름 적층물의 어느 면이 최상층인가를 즉시 알아채도록 함으로써, 디스플레이부의 어셈블리를

더욱 빨리 가능하게 하고, 전환된 위치에서 필름을 부정확하게 삽입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광이 디스플레이 부재 및 관측자에게로 통과하는 필름의 부분은 시야 영역이라 불린다. 최상층 필름(302)의 시야 영역은

점선(310) 내에 둘러싸인 영역으로서 개략적으로 도시된다. 필름 패키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시야 영역은 가능한 많은

필름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몇몇 경우에 있어서, 시야 영역은 필름의 가장자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게

다가, 시야 영역에 있어서 높은 광학 성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몇 접착 기술은 필름의 광학 성질을 변화시키기 때

문에, 접착제를 시야 영역 밖에 두는 것이 많은 상황에 있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접착제(312)는, 예를 들어 도3b에 개략적

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필름 그 자체의 주연 가장자리(314)의 적어도 일부에 배치될 수 있다.

필름 적층물의 또 다른 실시예가 도3c에 개략적으로 도시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적층물의 두 측면에 탭(304)이 제공되

고, 다소의 접착제(306)가 배치되는 주연 가장자리는 또한 탭(304)을 갖는 가장자리이다. 탭의 많은 여러 가지의 조합 및

배치가 가능하며, 적층물의 다른 측면들이 접착제를 수용할 수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접착 적층 광학 필름에서 사용하기 위한 접착층의 선택은 표1에 기재된 것과 유사하다.

[표 1] 접착제 예 및 두께 특성

 접착제 특성

접착제 선택

전체 접착제 두께

(캐리어 포함)

[mils]

PET 캐리어 두께

[mils]

테라오카 707 1.1 N/A

3M 9019 1.1 0.5

3M 9313 1.1 0.5

3M 9009 1.9 0.5

3M 467 MP 2.3 없음

3M 4597 2.4 0.6

3M 9492 2.5 0.5

디스플레이의 여러 부분들이 디스플레이를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조립되는 가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400)의 실시예의

분해도가 도4에 나타난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디스플레이(400)는 다른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프레임

(402)을 이용한다. 프레임(402)은 하나 이상의 슬롯(404), 또는 광처리 필름 적층물에 필름을 배열하기 위한 예컨대 핀 등

의 다른 배열 구조물을 포함할 수 있다.

백라이트 어셈블리(406)는 프레임(402) 내에 배치된 첫번째 구성 요소이다. 백라이트 어셈블리(406)는 광 가이드(410)의

가장자리를 비추는 하나 이상의 광원(408)을 포함한다. 그 다음 광처리 필름 적층물(412)은 백라이트 어셈블리(406) 위에

위치된다. 광처리 필름 적층물(412)은 접착제(416)를 사용하여 함께 접착되는 두개 이상의 광처리 필름(414)을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접착제(416)는 정렬 슬롯(404)과 함께 필름 적층물(412)을 정렬시키는 정렬 탭(418) 상에 위치

된다. 예컨대, 액정 디스플레이 부재와 같은 편광자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부재(420)는 광처리 필름 적층물(412)상에 위

치된다.

광원(408) 및 디스플레이 부재가 전기 전력 및 제어 신호를 수용하기 위해 전기적인 연결을 갖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전기

적인 연결은 도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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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처리 필름 적층물은 또한 디스플레이 부재들 중 하나에 직접적으로 부착될 수 있다. 그러한 디스플레이의 일례가 도5에

개략적으로 도시된다. 이 구체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필름 적층물(514)은 접착 필름(516~524)의 적층으로부터 형성된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필름(518 및 520)은 프리즘 구조화 필름이다. 필름(516)은 확산기 또는 광 전환 필름이며, 예컨

대 백라이트 어셈블리(504)를 향해 대향하는 프리즘 구조화 면을 갖는 프리즘 구조화 필름이다.

디스플레이는 또한 디스플레이 부재(502)와, 광원(506) 및 광 가이드(508) 및 하부 반사기(510)를 갖는 백라이트 어셈블

리(504)를 포함한다. 광학 필름 적층물(514)은 상기한 방법들 중 하나를 이용하여 함께 접착된 적어도 두 개의 필름을 포

함한다. 그 다음 필름 적층물은 디스플레이 부재(502) 및/또는 백라이트 어셈블리(504)와 같은 디스플레이부의 또 다른 부

재에 고정된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필름 적층물(514)은, 예를 들어 필름(516)과 광 가이드(508)의 가장자리 주변에 접착제를 이용

하여, 백라이트 어셈블리(504)에 부착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광학 필름 적층물(514)은 디스플레이 부재(502) 또

는 프레임(도시안됨)에 고정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수행될 때 유익하며, 그에 따라 광학 필름 적층

물의 수동 삽입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결함의 도입은 최소화되고, 제조 작업 처리량 및 단위 비용은 향상될 수 있

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하부 필름(516)은 적층물(514)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넘어서 연장할 수 있는데, 필름(516)의 돌출

부는 그 위에 광원(506)을 탑재하기 위한 기저부로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 등의 제어부(530)는, 관측자에 의해 보여지는 이미지를 제어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디스플레이 부재

(502)에 접속된다.

평판 디스플레이와 같은 장치에 있어서 접착된 필름 적층물의 사용은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디스플레이에 사용된 많은

광처리 필름은 매우 얇다. 예를 들어, 반사 편광자는 대략 1㎛ 내지 수백㎛ 범위 내의 두께를 갖는 반면, 프리즘 구조화 필

름들은 각각 대략 62㎛의 두께를 갖는다. 디스플레이에 사용된 광처리 필름들은 또한 매우 유연한 경향이 있어서, 디스플

레이의 조립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반면, 다수의 얇고 유연한 필름들을 함께 적층하는 것은 보다 굳은 필름 팩을 생성

하여 조립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를 조립할 때 분리된 층들의 연속 적층을 배제하는 것은, 또한 결함 도입

의 가능성 및 최종 생산 수율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필름은 대게 제조자에 의해 한쪽 측면에 보호 라이닝과 함

께 디스플레이 적분기로 반송되기 때문에, 필름들이 적층되어 함께 유지될 때 디스플레이 적분기가 제거해야 하는 보호 라

이너의 수는 감소한다. 이것은 또한 수율 및 제조 단위 비용을 최적화한다.

또한, 광학 필름의 적층은 각각 분리된 필름 층의 개별 검사에 비하여 최종 검사 및 품질 수율을 향상할 수 있다. 이것은, 개

별적으로 검사되었다면 발견되었을 기재 또는 다른 필름 층에 있어서의 뒤틀림 및 가무플라주 결함에 이르는 경향이 있는

구조화 광학 필름을 사용할 때, 쉽게 고려될 수 있다.

필름 적층물은, 주연 탭 사이에 부착된 적어도 두 개의 필름을 포함할 뿐 아니라, 또한, 주연 탭 사이에 부착하지 않는 다른

필름들 사이의 본드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광학 필름은 종종 대형 시트로 제조되며,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롤로 제조된다. 디스플레이에 조립되는 개개의 필름 조각

들은 일반적으로 다이에 의해 대형 시트로부터 잘린다.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이 필름 적층물을 형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름은 적절한 모양으로 다이-컷 된 다음, 적층 정렬되어 부착된다. 다른 방법에 있어서, 필름은 다이 컷 됨과

동시에 부착되거나, 또는 다이 컷 되기 전에도 부착될 수 있다. 게다가, 적층물은 두 개 이상의 부착된 필름으로 형성될 수

있다. 셋 이상의 필름을 포함하는 적층물은 하나 이상의 접착 단계들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

어, 첫번째 두 개의 광학 필름은 적층물의 토대를 형성하도록 함께 라미네이트되고, 그 다음, 하나 이상의 추가의 필름이

적층물에 적층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셋 이상의 광학 필름이 단일 적층 작업으로 라미네이트될 수 있다.

몇 가지 방법이 수많은 필름 적층물을 제조하기 위해 보다 유익할 수 있다. 90°인덱싱 공정으로 불리는 그러한 한 가지 방

법이 도6을 참조하여 이제 기술된다. 이 공정은, 각각 첫번째 필름이 또 다른 필름에 수직으로 배향되는 구조를 갖는 두 개

의 필름을 함께 접착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그러한 필름의 한 예로, 액정 디스플레이에서 종종 발견되는 프리즘 휘도 강화

필름이 있다. 그러한 필름은 일반적으로 원통형 롤러를 이용하여 프리즘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제조되어, 프리즘 구조가 필

름의 조직망을 따라 놓인다. 이 공정은 또한, 서로 접착되는 두 개의 필름이 우선 배향을 갖지 않는 것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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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인덱싱 공정은 각각 다운웹 구조를 갖는 두 개의 입력 롤(602,604)을 이용하며, 그들을 서로 90°로 푼다. 제1 입력 롤

(602)로부터 재료가 풀리면, 접착 스트립(606)은 라미네이터(608)에서 제1 롤(602)의 상면에 라미네이트된다. 제2 입력

롤(604)로부터 재료가 풀리면, 시트로 잘리고, 시트 절단 스테이션(610)에서 접착 스트립의 상면에 배치된다. 필름의 두

층은, 서로 수직으로 배향된 두 개의 필름의 표면 구조를 갖으면서, 이제 적층물로 서로 접착된다.

적층된 재료는 다이 절단 스테이션(612)으로 진행한다. 완성품 캐리어(614) 또는 라이너는 다이 절단 스테이션으로 공급

된다. 다이 절단 스테이션(612)에서, 라벨이 붙여진 부분은 적층된 재료로부터 절단되어 완성품 캐리어로 이송된다. 예컨

대, 평대형 다이, 정합 금속 다이 또는 로터리 다이와 같은, 임의의 적절한 형태의 다이가 다이 절단 스테이션에서 이용될

수 있다. 공정은 색인을 달고 마무리된 부분이 있는 라이너는 다음의 절단 및 이송을 위해 다이 밖에서 색인을 단다. 폐기

물 와인더(618)가 다이 절단기로부터 폐기물을 끄집어내는 동안, 완성품 와인더(616)는 다이 절단기로부터 완성품을 끄집

어낸다. 완성품 및 폐기 물질 와인더(616,618)는 서로 90°로 배향될 수 있다.

접착된 적층물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의 또 다른 실시예가 도7을 참조하여 이제 설명된다. 이 공정은, 접착되는 필름이 특

정 배향을 갖지 않거나, 또는 필름상의 구조물은 두 개의 필름이 평행한 롤로부터 적층될 수 있는 것에 특히 유용하다. 제1

필름 롤(702)은 적어도 한쪽 측면에 라이너가 있는 필름의 롤을 포함한다. 라이너(704)는 스트립 롤(706)에 의해 스트립

된다. 제2 필름 롤(708)은 또한 적어도 한쪽 측면에 라이너가 있는 필름의 롤을 포함할 수 있다. 라이너(710)는 제2 스트

립 롤(712)에 의해서 스트립된다. 스트립된 필름(714,716)은 한 쌍의 롤러(720,722)를 갖는 적층 스테이션(718)을 향해

움직인다. 접착제(724)는 접착 롤(726)로부터 스트립된 필름(714,716) 사이에 공급된다. 접착제(724)는 후속의 필름 적

층물의 시야 영역에 해당하는 투명 영역을 포함하도록 모양 지워진다. 두 개의 필름(714,716)은 층상 적층물(728)을 형성

하도록 적층 스테이션(718)에서 함께 라미네이트된다.

층상 적층물(728)은, 다이가 주연 탭을 포함하는 적층물 형상을 절단하는 다이 절단 스테이션(730)에 공급된다. 예를 들

어, 평대형 다이, 정합 금속 다이 또는 로터리 다이와 같은, 임의의 적절한 형태의 다이가 다이 절단 스테이션에서 이용될

수 있다. 적층물의 시야 영역에 있어서 접착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적층물이 절단되도록, 다이는 접착제의 투명 영역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다이는 층상 적층물(728)을 통해 제어된 깊이, 즉 하부 필름

의 하부 라이너까지 가볍게 닿아 절단할 수 있다. 주연 위드(732)는 그 다음, 하부 라이너층(736) 상에 일렬의 필름 적층물

(734)를 남긴 채 제거될 수 있다. 하부 라이너층(736)은 그 다음 집합 롤러(738)에 수용될 수 있다.

두 개의 필름(714,716)은 임의의 광처리 필름이다. 예를 들어, 제1 필름(714)은 그것의 조직망을 가로질러 배향된 리브를

갖는 프리즘 구조화 필름이고, 반면 제2 필름(716)은 그것의 조직망을 따라 배향된 리브를 갖는 프리즘 구조화 필름이다.

제1 및 제2 필름(714,716)은 또한, 확산기 혹은 반사 편광자 필름과 같은 다른 형태의 광처리 필름이 될 수 있다.

접착 적층물을 형성하기 위해 필름을 접착하는 또 다른 방법에 있어서, 여러가지의 필름이 서로 직각인 방향으로 공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학 필름의 두개의 롤은, 각각 조직망을 따라 구조화된 리브를 갖는 프리즘 구조화 필름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 개의 롤로부터의 필름은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여, 적층된 프리즘 필름들은 교차된다. 접착층은

두 개의 광학 필름 사이에 공급된다. 단독의 적층 및 절단 도구는 서로 겹쳐지는 부분에서 필름을 적층하고 자르는데 이용

될 수 있다.

보호 필름은 광학 필름이나 광학 필름 적층물의 상면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보호 필름은 광학 필름이나 적층물

과 정확히 같은 모양으로 잘릴 때, 광학 필름이나 적층물로부터 때때로 제거되기 어렵다. 필름이나 필름 적층물의 가장자

리를 덮는 보호 필름의 새로운 디자인은 보호 필름을 더욱 쉽게 제거되도록 한다. 도8은 광학 필름(804)(빗금) 전체에 걸

친 보호 필름(802)(흰색)의 하나의 특정 스타일을 나타낸다. 보호 필름(802)은 크기 및/또는 형상에 있어서 필름 적층물

(804)의 주요면과 다른 주요면(도면의 평면에 평행한 면)을 가져서, 적층물(804) 위에 돌출하는 적어도 하나의 가장자리

가 있는 보호 필름(802)을 제공할 수 있다.

도8에 도시된 적층물을 생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시스템의 한 실시예가 도9에 개략적으로 도시된다. 이 시스템에서, 광

학 필름 또는 상부 보호 커버(902b) 및/또는 하부 보호 커버(902c)와 함께 층상으로 된 광학 필름 적층물(902a)을 포함하

는 층상 구조물(902)은 다이 스테이션(904)으로 공급된다. 층상 구조물(902)은, 예컨대, 이전의 적층 단계에서 형성될 수

있다. 다이 스테이션(904)으로 공급된 층상 구조물(902)에 대한 개략적인 단면이 (a)로 도시된다. 다이 스테이션(904)에

서, 층상 구조물은 광학 필름이나 광학 필름 적층물(902a) 모양으로 절단되도록 잘린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필름이나 필름

적층물(902a) 및 상부 보호층(902b) 모두를 절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략적인 단면에서 (b)로 나타낸 층상 구조물(910)

을 만들기 위해, 폐기물 롤러(908)를 이용하여 위드(906) 또는 폐기물은 끄집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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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체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양력 테이프(912)는, 예를 들어 적층 롤러(914)를 통과함으로써, 절단된 상부 보호층

(902b)에 걸쳐서 층상 구조물(910)에 라미네이트된다. 상부 보호층(902b)과 함께, 양력 테이프(912)는 예를 들어 양력 롤

러(916)를 이용하여 층상 구조물(910)로부터 들어 올려져서, 층상 구조물(918)을 생산한다. 층상 구조물(918)은 단면 (c)

에서 개략적으로 도시된다.

제2 상부 보호층(920)은 그 다음, 층상 구조물(924)을 만들도록, 예를 들어 적층 롤러(922)에서 층상 구조물(918)에 라미

네이트된다. 층상 구조물(924)은, (d)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미절단 하부 보호층(902c), 형상화된 광학 필름 또

는 필름 적층물(902a) 및 미절단 상부 보호층(920)을 포함한다.

층상 구조물(924)은, 제2 상부 보호층(920)이 원하는 크기 및 모양으로 절단되는, 제2 다이 스테이션(926)에 공급된다. 제

2 상부 보호층(920)은 광학 필름이나 필름 적층물(902a) 또는 하부 보호층(902c)을 절단하지 않고 잘릴 수 있다. 폐기물

제2 보호층(928)은 단면에서 (e)로서 개략적으로 도시되는 바와 같이, 층상 구조물(932)을 만들기 위해, 예를 들어 양력

롤러(930)를 이용하여 제2 다이 스테이션(926)으로부터 제조된 층상 구조물로부터 들어 올려진다. 따라서, 최종 층상 구

조물(932)은 미절단 하부 보호층(902c)과 형상화된 상부 보호층(920) 사이에 형상화된 광학 필름이나 필름 적층물(902a)

을 포함한다. 형상화된 상부 보호 필름(920)은 형상화된 광학 필름 또는 필름 적층물(902a)의 크기와 무관하게, 임의의 원

하는 크기로 절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상화된 상부 보호 필름(920)의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는, 도8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형상화된 광학 필름 또는 필름 적층물(902a)의 가장자리를 위에서 덮을 수 있다. 게다가, 형상화된 상부 필름(920)

의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에는, 광학 필름이나 필름 적층물(902a)이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조립될 때 형상화된 상부 필름

(920)을 보다 쉽게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 탭이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형상화된 상부 필름(920) 및 하부 보호층(902c)은

각각 광학 필름이나 필름 적층물(902a)의 주요한 면과 크기 및/또는 모양에 있어서 다른 주요한 면을 갖는다.

형상화된 상부 보호층(도시안됨)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원래의 상부 보호층(902b)을 들어올

리는 단계가 생략될 수 있어서, 형상화된 상부 보호층(920)은 절단된 광학 필름이나 필름 적층물(902a)과 절단된 원래의

상부 보호층(902b) 모두에 걸쳐 라미네이트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형상화된 상부 보호층(920)이 층상 구조물(932)로

부터 제거될 때, 절단된 상부 보호층(902b)이 형상화된 상부 보호층(920)에 접착된 채로 유지되도록, 형상화된 상부 보호

층(920)의 접착 강도가 절단된 상부 보호층(902b)의 접착 강도보다 높은 것이 중요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에 적용 가능하며, 그러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요구되는 단계수를 줄이는데 특

히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발명은 상기한 특정 실시예에 한정된다고 간주하여서는 안되고, 청구항에 아주 명백히 기

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다 잘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많은

구조들뿐 아니라, 다양한 변경, 등가의 공정들은 본 명세서의 검토시 본 발명이 포함하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숙련된 자들

에게 기꺼이 명백할 것이다. 청구범위는 그러한 변경 및 장치들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 대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보다 완전히 이해된다.

도1은 디스플레이부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2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광처리 필름부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2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처리 필름부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3a 내지 도3c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광처리 필름부의 여러 실시예들에 대한 평면도를 도시한다.

도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부의 사시도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5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디스플레이부의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6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광처리 필름부를 제조하는데 유용한 시스템에 있어서의 단계들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7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필름 적층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스템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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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라이너가 있는 필름 적층물의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9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도8에 나타난 바와 같은 라이너가 있는 필름 적층물을 생성하는데 유용한 시스템의 실시예

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 및 대체된 형태로 보정되지만, 그 특성은 도면에서 실시예를 통해 나타나며 상세하게 기재될 것이

다. 그러나, 그 의도는 기재된 특정 실시예에 발명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반대로, 그 의도는, 첨부된 청

구범위에 정의된 바와 같은 발명의 사상 및 범주 내의 모든 변경, 그것과 동등한 것 및 대안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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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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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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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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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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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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