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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휴대전화용 백라이트 유닛의 광학시트를 줄이면서도 휘도와 휘도균일도 및 시야각을 유지하기 위한 복합 도광

판을 설계하고 가공하였다. 복합 도광판의 패턴은 가공성을 고려하여 윗면에는 마이크로 급의 프리즘 패턴을 형성하고 아랫면은 

나노 및 마이크로 급의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음각 프리즘 패턴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패턴 형상은 금형 코어를 이용한 사출성형

을 통해 복합 도광판의 가공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적화된 복합 도광판은 프리즘 시트 한 장만을 채용하여 통상적인 백라이트 

유닛과 유사한 휘도 4560 cd/m2, 휘도균일도 83%, 수직 시야각 60°, 수평 시야각 56°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도광판의 윗면과 아랫면에 복합 패턴들을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백라이트 유닛에서 확산시트 및 프리즘시트 1장을 제거하여 BLU
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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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grated light guide plate (LGP) was designed for liquid crystal displays (LCD) without using prism and diffuser sheets. 
The integrated LGP is textured with micro-patterns on both the top and bottom surfaces. The textures effectively substitute for 
a single prism-sheet and a diffuser sheet in LCD displays without decreasing the brightness and uniformity. A LCD display with 
our integrated light guide is simulated to give average luminance of 4560 cd/m2, luminance uniformity of 83% horizontal viewing 
angle 60° and vertical viewing angle 56°. Therefore an ultra thin (slim) back light unit can be constructed with fewer optical 
sheets, which reduces the manufacturing cost and so improves price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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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액정 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LCD)는 2개의 얇

은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해 전원공급 시 액정 분자의 

배열을 변화시킴으로써 명암을 발생시켜 영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로 그 자체가 빛을 받아야만 화면을 볼 수 있는 

수광 소자이기 때문에 배면 광원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하

다. 그래서 모든 LCD에는 화면 전체를 균일한 밝기로 유지

할 수 있는 발광체 부분인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 
BLU)을 필요로 한다.[1] BLU는 일반적으로 광원, 도광판, 반
사 시트, 확산 시트(Diffusion sheet, DS), 프리즘 시트(Prism 
sheet, PS) 및 보호 시트로 구성되며, 광원의 위치에 따라 직

하형 방식과 측광 방식으로 구분된다. 직하형 방식은 대형 

LCD TV와 같이 대면적 및 고휘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측광 방식은 소형 및 중저휘도 적용에 주로 사용되

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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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construction of conventional BLUs for mobile 
applications.

FIG. 2. Schematic construction of a BLU using an integrated 
light guide for mobile applications.

그림 1은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용 백라이트 

유닛의 구조를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광판(Light 
guide plate, LGP)은 광원에서 입사된 빛을 내부 전반사를 통

하여 광원에서 먼 쪽까지 전달해 줌과 동시에 도광판 내부 

또는 표면에 형성된 확산 도트 및 형상(texture)에 의한 산란 

및 굴절 등을 이용하여 도광판 수직 방향으로 균일한 세기의 

빛을 전달한다. 반사 시트(Reflector sheet, RS)는 도광판 아

래에 위치하여 도광판 아래로 진행하는 빛을 도광판 내부로 

되돌려 보낸다. 도광판 윗 부분에 위치한 확산시트(Diffusion 
sheet)는 빛을 산란시켜 빛의 공간 균일도를 향상시키고, 프
리즘 시트(Prism sheet)는 빛의 진행 방향 제어를 통하여 각 

휘도를 조절한다. 프리즘 시트는 일반적으로 프리즘 형태가 

수평 및 수직인 2개의 프리즘 시트로 구성된다. 이 밖에 프

리즘시트를 보호하는 보호필름, 그리고 이 모든 부품의 케이

스라고 할 수 있는 몰드 프레임이 있다.[2]

LCD의 부품 중 백라이트 유닛은 초박형, 중량은 물론이고 

휘도와 균일성, 광 효율 등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

는 핵심 부품이다.[3] 백라이트 유닛의 부품 수를 줄이고 그 

성능을 향상 시킨다면 많은 종류의 부품들이 차지하던 생산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현재에도 백라이트 유닛의 

광학 필름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새로운 복합 기능 도광판과 

복합 시트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4-7] 엘지 필립스사에

서는 프리즘 시트의 모양을 비등변 삼각단면 형태로 형성하

여 프리즘 시트 1장을 줄이는 연구를 하였다.[8] 또한 나노 엘

시디사에서는 도광판의 배면에는 도트 패턴을, 후면에는 기

하학적 피라미드 패턴을 삽입한 고기능 도광판을 연구하여 

프리즘 시트 2장을 줄이면서도 기존의 백라이트 유닛과 동

일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기술들이 고안 및 

제시되고 있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박형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

고 있는 휴대전화용 BLU에 복합 기능 도광판 또는 복합도

광판(Integrated light guide plate, ILGP)을 사용함으로써 광

학시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림 2는 본 논

문에서 최종적으로 설계한 1개의 복합도광판을 사용하여 확

산 시트 및 1개의 프리즘 시트를 제거한 백라이트 유닛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를 통해 확산

시트와 프리즘시트 1매를 줄이면서도 휘도와 휘도 균일도 

및 시야각과 같은 광학적 성능이 일반적인 BLU와 동등한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복합 도광

판의 패턴 형상 설계 및 해석은 상용 프로그램인 LightTools
을 이용하여 수행되었고, 설계 과정 중간에 도출된 도광판

의 성형 코어를 직접 가공하여 설계된 패턴의 가공성 또한 

확인 하였다.

II. 복합 패턴의 특성 분석 및 가공

2.1. 도광판 패턴의 1차 설계 및 시뮬레이션

광이 전반사를 통해 도광판 내부로 진행할 때, 입사광의 

일부는 도광판 하부의 패턴에 부딪혀 도광판 상부로 출사하

고, 일부는 전반사 되어 입사부에서 먼 곳으로 진행한다. 그
런데 입사광의 광량은 도광판 내부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입사부에서 멀어질수록 광 손실량이 커진다. 그
래서 패턴을 설계할 때 상부로 방출되는 빛이 균일하도록  

내부 광량 감소를 보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복합 패턴은 가공성 및 양산성을 고려하여 패턴의 형상 

설계를 제한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복

합 도광판의 하면에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음각 프리즘 패

턴을 형성하고 상면에는 양각의 프리즘 패턴을 형성하였다. 
도광판 하면의 프리즘 패턴들은 양측 각을 각각 맞추어 광

의 출사각을 조절하고, 두 프리즘 패턴을 특정 각도로 교차

시킴으로써 진행 방향에 따른 광량을 조절하였다. 도광판 

상면에 형성된 프리즘 패턴은 광의 발산각을 조절하여 프리

즘시트 1매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

리로 복합 패턴들이 광학시트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게 되

어 여러 장의 광학 시트를 필요로 하던 백라이트 유닛과 차

별화를 두었다.
초기 설계에서는 가공성을 고려한 복합 패턴을 설계하였으

며, 도광판 상면과 하면에 각각 복합 패턴을 형성하였을 때 

패턴의 형상과 특성에 따른 효과와 새로운 구조를 도입함으

로써 발생하는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복합 패턴의 원리

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수의 광학시트를 필요로 하는 기존 도

광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새로 설계된 복

합 패턴들의 기능을 알아보았다. 
설계한 백라이트 유닛의 크기와 구성 조건 등은 상용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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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an prism pattern on the top plane 
of the proposed integrated light guide plate.

(a) Two V-groove patterns (b) Combined patterns

FIG. 4. Schematic diagram of two V-groove patterns on the bottom plane of the proposed integrated light guide plate.

TABLE 1. Design parameters of the proposed integrated light guide

위치 형상 설계 변수 범위 증가치 선정 값

상면 프리즘

프리즘 크기 10 ~ 40 ㎛ 10 ㎛ 　20 ㎛
프리즘 정각 70°~ 110° 10° 　90°
패턴 피치 20 ~ 60 ㎛ 10 ㎛ 　20 ㎛

하면

V-groove 패턴 1
크기 5 ~ 30 ㎛ 5 ㎛ 　10 ㎛

양측각 10°~ 50° 5° 　20°, 50°
피치 0.1 ~ 0.4 mm 0.05 mm 　0.3 mm

V-groove 패턴 2
크기 1 ~ 26 ㎛ 5 ㎛ 　6 ㎛

양측각 10°~ 50° 5° 　15°, 50
피치 0.1 ~ 0.4 mm 0.02 mm 　0.18 mm

V-groove 패턴 교차각　 100°

2인치 휴대전화를 기초로 하였고, 광학적 해석을 통해서 도

광판 패턴의 크기와 분포를 조절하였다. 광원으로 사용된 

LED는 램버시안 형태로 균일한 휘도를 갖는 4개의 백색 사

이드-뷰 타입을 사용하였고, 반사 시트의 반사율은 98%로 

하였다. 도광판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질인 굴절률 1.49의 

PMMA로 설정하였고, 도광판 가로, 세로의 길이는 각각 42 
mm, 33 mm이며 0.6 mm의 일정한 두께를 갖는다. 광선의 

수는 1,000,000개로 설정하여 LED에서 백만 개의 광선이 발

산되도록 하였다. 
먼저 복합도광판 상면을 1장의 프리즘 시트를 제거할 수 

있도록 프리즘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림 3은 복합도광판 상

면 프리즘 패턴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프리즘 패턴이 

많은 빛을 충분히 집광시킬 수 있도록 패턴의 점유율을 높여 

패턴들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하였고, 가공성도 고려하여 마

이크로 급 패턴으로 형성하였다. 복합도광판 하면은 교차된 

두 개의 V-groove로 구성하였다. 음각 프리즘 패턴 또는 V- 
groove 패턴은 반사광(Specula reflection)을 이용하므로, 특정 

각도의 방향으로 집광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13] 따라서 각 

V-groove의 형상과 두 개의 교차각을 제어하여 출사각 및 휘

도 균일도를 조절하였다. 그림 4는 두 개의 V-groove 패턴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두 V-groove의 교차각이 반복 

패턴에 의한 무아레 무늬(Moire Pattern)가 생기는 것을 방지

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패턴의 상세 설계를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광원, 도광판, 

반사시트, 프리즘시트 1매를 갖춘 백라이트 유닛을 구성하였

다. 설계 시 상면의 경우 패턴의 크기(밑변) 및 피치 간격과 

프리즘 정각의 각도였고, 하면의 경우 두 V-groove 패턴의 

크기, 각도, 피치 및 두 패턴의 교차각을 변수로 하였다. 최
적 설계 방법으로는 각 변수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화시켜

가며 휘도 및 휘도 균일도를 조사하는 파라미터 최적화 방법

을 적용하였다. 각 변수의 범위는 현존하는 제품의 특성 및 

가공 가능성 등으로부터 도출되었다. 두 V-groove의 교차각

으로는 무아레 무늬(Moire Pattern)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

되었던 프리즘 시트 교차각을 적용하였다. 
표 1은 각 설계 변수(파라미터)의 범위와 증가치 및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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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top plane (b) The bottom plane

FIG. 5. Pictures of the top and bottom planes of the manufacture integrated light guide plate as tabulated in Table 1.

(a) With a reflector sheet and a prism sheet (b) With a reflector sheet, a prism sheet and a diffuser sheet

FIG. 6. Pictures of illuminated mobile phone BLUs made of the manufactured integrated light guide plate of fig. 5. 

선정 값을 나열하고 있다. 여러 변수를 두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 초기 설계에서 휘도 균일도 및 시야각을 유지하면서 최

대 밝기를 구현하는 최적 설계 치는 상면 프리즘패턴의 크기

가 20 ㎛, 정각은 90°, 피치 간격이 20 ㎛로 연속적인 배치

를 이룰 때 집광성이 가장 뛰어나 휘도가 가장 높고, 반대로 

시야각은 낮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도광판 하면은 패

턴 1의 크기가 10 ㎛, 프리즘 패턴 삼각형 단면의 양 측각이 

각각 20°, 50°, 피치 간격이 0.3 mm로 일정할 때와 패턴 2의 

크기 6 ㎛, 양 측각은 각각 15°, 50°, 피치 간격이 0.18 mm
인 경우에 휘도와 휘도 균일도 두 가지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의 휘도는 4790 cd/m2
이고, 휘도 균

일도는 75%이다. 

2.2. 1차 설계 복합 도광판 가공

1차 설계 시 얻은 설계 값으로 가공을 하여 패턴의 가공성 

여부와 가공 형상을 확인하였다. 초기 설계된 복합 도광판의 

제작공정은 사출 성형 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사출 성

형은 매우 우수한 생산성, 낮은 생산 비용, 다양한 성형 소재 

및 비교적 우수한 정밀도로 인해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는 장

점이 있다. 
복합 도광판의 사출 성형을 위해서는 우선 복합 패턴이 가

공되어 있는 금형 코어의 가공이 필요하다. 전체 금형의 가

공면적은 45×55 mm이고, 가공소재는 무전해 니켈도금을 사

용하였다. 금형 코어는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가공하게 되는

데, 상부는 V-형의 다이아몬드 공구를 이용하여 금형에 패턴

을 가공하였고, 하부는 단인공구를 이용하는 평면 절삭가공

법으로, 마이크로 급의 미세 프리즘 어레이 금형을 가공하였

다. 기본적인 가공방법은 단면 형상각과 폭이 다른 두 가지 

미세 사각 형상공구를 교차시켜 복합 패턴을 얻는 방법을 적

용하였다. 1차 공구로 가공하는 패턴 1은 연속절삭에 의해 

라인과 같은 긴 프리즘 패턴을 형성하게 되고, 2차 공구로 

가공하는 패턴 2는 1차 가공된 패턴을 100° 회전시켜 교차 

가공함으로써 단속절삭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교차가공으로 

복합 패턴구조가 얻어진다.[10] 그림 5는 1차 설계의 최종 가

공된 상부 및 하부 프리즘 구조체의 금형과 형성된 구조체

의 형상을 확대하여 나타낸 것으로 패턴의 가공성을 확인하

였다.
이렇게 제작된 금형을 이용하여 사출 성형 공정이 이루어

진다. 사출 성형이 가능한 패턴의 크기는 패턴의 형상비나 

성형하고자 하는 제품의 크기 및 두께 등에 크게 영향을 받

게 된다. 그래서 복합 도광판의 설계 시 이러한 성형의 특성

을 고려하여 패턴을 제한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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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tical viewing angle (b) Horizontal viewing angle

FIG. 8. Angular luminance variation as the side angle of V-groove #1 varies.

FIG. 7. BLU modeling with an integrated light guide, one 
reflector sheet and four light emitting diodes (LEDs).

그림 6는 1차 설계치로 제작된 복합 도광판을 채용한 백라

이트 유닛의 사진으로 (a)는 반사시트, 복합 도광판, 프리즘

시트 1매로 구성한 백라이트 유닛의 사진이고, (b)는 반사시

트, 복합 도광판, 확산시트, 프리즘시트 1매로 구성된 백라이

트 유닛의 사진이다. 그림 6의 (a)와 (b)와 비교해 볼 때 a)의 

휘도가 떨어지고, 균일도 또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II. 2차 복합 도광판 BLU의 설계 및 최적화

3.1. 복합 도광판을 채용한 BLU의 최적 설계 및 시뮬레

이션

1차 설계 결과 프리즘 시트 1매의 제거만 성공하여, 프리

즘 시트 또는 확산 시트 등의 추가 제거를 위하여 2차 설계

가 진행되었다. 2차 설계에서는 1차 설계에서 일정하게 적용

되었던 도광판 하면 패턴의 밀도를 조절하여 최적화를 진행

하였다. 이 때 패턴의 밀도 즉, 패턴 사이의 피치 간격이 달

라지면 광선이 패턴에 부딪히는 위치와 반사되는 각도가 변

하게 된다. 그래서 패턴의 밀도를 변화시킨 후 각 변수들을 

최적화하고, 최적화된 값으로 또 다시 밀도를 조절하는 과정

을 반복하며 복합 도광판의 최적 값을 찾는다.
밀도는 베지어 곡선(Bezier curve)을 이용하여 조절하였는

데, 베지어 곡선은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근사 곡선으로 불규

칙한 곡선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여 도광판의 패턴 밀도 최적

화에 널리 사용된다.[11, 12] 베지어 곡선은 n개의 제어 포인트 

Pi로 구성되며, P0에서 시작되고 Pn에서 끝나는 선으로 표현

된다.

  
 



                       (식 1)

여기서, Bernstein 기본 다항식으로 알려진    및 이항

식 계수 는 다음의 식으로 정리된다. 

   


                     (식 2)

 


 


                         (식 3)

LightTools 프로그램에서는 베지어 기능을 이용하여 x축, y
축의 패턴 위치를 배열할 수 있다.[11]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

여 복합 도광판 하면의 패턴 1을 밀도 조절하여 최적화하였

다. 단, 패턴 2는 수직 방향의 패턴으로 밀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밀도 조절을 하지 않고 일정한 피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7은 최적설계 된 복합 도광판을 확

대하여 3D로 형상화한 모습이다. 
2차 설계 시의 변수는 1차 설계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시뮬

레이션 하였고, 그 중 최적 설계 과정의 일부를 그래프로 나

타내었다. 하면 패턴 1의 양 측각, 크기 변화에 따른 결과를 

그림 8 및 9에 나타내었고, 패턴 2의 크기, 양 측각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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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s of angular luminance and luminance uniformity 
as the base size of V-groove #1 varies.

(a) Pitch size varies

(b) Side angle varies

FIG. 10. Variations of angular luminance and luminance uniformity 
as the pitch and side-angle of V-groove #2 vary.

(a) Vertical viewing angle

(b) Horizontal viewing angle

FIG. 11. Angular luminance variation as the prism pitch of the 
top plate varies.

따른 결과는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또한 복합 도광판 상면

의 패턴 크기 및 정각 변화에 따른 결과를 그림 11 및 12에 

나타내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합 도광판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최적화해 본 결과 최적 설계 값은 상면 프리즘 패턴의 

크기는 20 ㎛이고, 삼각형 단면의 정각은 90°이다. 하면의 

패턴 1은 크기 10 ㎛, 양 측각이 각각 50°, 40°이고, 패턴 2
는 크기 6 ㎛, 양 측각이 각각 15°, 50°이다. 이때의 휘도는 

4560 cd/m2
이고, 휘도 균일도는 83%, 수직 시야각 60, 수평 

시야각 56°이다. 

3.2. 복합 도광판 채용 BLU 성능 비교

2차 설계 및 최적화된 복합도광판이 광학시트를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복합 도광판을 채용한 백라이트 유닛

을 통상적인 휴대전화용 백라이트 유닛과 비교하였다. 여기

서 설계된 복합도광판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다음의 3가지 

경우에 대한 수직 및 수평 방향의 각도별 휘도 분포를 분석

하여 보았다 (표 2). 첫 번째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BLU로 

확산 도트가 적용된 도광판, 반사 시트, 확산 시트, 수평 및 

수직 프리즘 시트가 적용되어 가장 복잡한 형태의 구조이다. 
두 번째 경우는 앞서 설계된 복합 도광판과 반사 시트로만 

구성된 경우 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우는 두 번째 경

우에 1개의 프리즘 시트가 추가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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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tical viewing angle (b) Horizontal viewing angle

FIG. 12. Angular luminance variation as the prism apex angle of the top plate varies.

TABLE 2. Three BLU configurations for performance comparison

모델 구성 표현

통상적인 BLU

도광판(L)
반사 시트

확산 시트(D)
수평 방향 프리즘 시트(P(H))
수직 방향 프리즘 시트(P(V))

L+D+P(H)+P(V)

복합 도광판과 반사 시트만으로 구성된 BLU
복합 도광판 (IL)

반사 시트
IL

복합 도광판, 반사 시트 및 수평 방향 프리즘 

시트로 구성된 BLU

복합 도광판 (IL)
반사시트

수평 방향 프리즘 시트 (P(H))
IL+P(H)

(a) Vertical viewing angle (b) Horizontal viewing angle

FIG. 13. Angular luminance variation for three different BLU configurations;  a conventional BLU (L+D+P(H)+P(V), a BLU using only an 
integrated light guide and a BLU using an integrated light guide and a prism sheet.

첫 번째 경우의 통상적인 백라이트 유닛도 동일 조건하에

서 확산 도트 밀도 최적화가 수행하여 광원에서 가까운 입광

부는 밀도를 낮게 형성하고,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밀도가 높

도록 패턴을 구성하여 광의 출사효과 및 균일도를 높이도록 

설계 되었다. 또한 확산시트는 PET 기본시트 위에 반구 형

태의 3차원 구성(Texture)을 형성하여 렌즈를 배열한 형태로 

모델링 하였다. 확산시트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도광판과 

동일하고 높이는 30 ㎛이다. 굴절률을 PET시트와 반구형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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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를 일체형으로 간주하여 1.49로 하였고, 램버시안 산란특

성을 설정하였다. 프리즘 시트는 PET 기본시트 위에 프리즘 

패턴이 바(Bar)형태로 일 차원 배열되도록 구성하였고, 프리

즘의 규격은 확산시트와 동일하다. 프리즘 패턴의 삼각형 단

면을 보면 양 측각은 각각 45°, 45°로 정각이 90°를 가지며, 
밑변의 길이는 25 ㎛로 하였다. 

그림 13은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수평 및 수직 방향의 각 

휘도를 보여주고 있다. 수평 방향 휘도의 경우 복합 도광판

만 단독으로 쓰일 경우 분포가 불균일 하면서도 시야각이 커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하면의 복합 패턴 배열이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복합 도광

판에 수평 방향의 프리즘시트를 한 매 채용하게 되면 통상적

인 BLU와 거의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수직 방향의 시야각은 광학시트 없이 복합 도광판만 단독으

로 구성된 경우, 통상적인 BLU에 비해 정면 휘도 및 평균 

휘도가 떨어지고, 시야각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평 방향의 프리즘 시트 1매를 채용할 경우 통상적인 BLU
와 매우 흡사한 휘도 분포 및 시야각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휴대전화용 백라이트 유닛의 시야각과 방향

성을 고려하면서도 휘도와 휘도 균일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복합 도광판을 설계하였다. 복합 도광판과 1매의 수평 방향 

프리즘 시트만을 사용한 백라이트 유닛을 전산 묘사한 결과 

기존의 상용화된 휴대전화용 백라이트 유닛과의 비교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최적화된 복합 도광

판은 평균 휘도 4560 cd/m2, 휘도균일도는 83%, 수직 방향 

시야각 60°, 수평 방향 시야각 56° 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

다. 초기 설계를 통해 복합 도광판의 가공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최적 설계를 통해 설계된 최적화된 복합 

도광판 또한 충분히 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이렇게 도광판의 상면과 하면에 복합 패턴들을 형성함으

로써 기존의 백라이트 유닛에서 확산 시트, 프리즘 시트 1매
를 제거 할 수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초박형의 백라이트 유

닛을 설계할 수 있고, 광학 시트를 줄이게 되어 비용 면에서

도 원가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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