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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지수함수를 패턴 밀도 함수로 이용한 LGP 패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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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36-708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

(2010년 3월 3일 받음, 2010년 4월 15일 수정본 받음, 2010년 4월 19일 게재 확정)

전산모사를 통하여 LGP 출력 분포를 조절할 수 있는 패턴 밀도 함수를 찾고 그 효과를 조사하였다. 패턴 밀도 함수, 즉 패턴 

간격은    로 조사되었다. 이 함수를 이용하여 패턴의 간격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반구형 패턴이 장

착된 도광판을 설계하여 도광판 출력 분포를 분석한 결과 출력 분포가 등간격 패턴에 의한 출력 분포에 비하여 확연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함수를 피라미드 패턴에 적용하여 도광판의 출력을 조사하였는데, 반구형 패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력 분포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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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ttern density function using simulation analysis for controlling LGP output distribution was proposed. The pattern density 
function was found as   . We analyzed the LGP output distribution of a hemi-sphere pattern using 
the function and then found that its output distribution was clearly improved as compared with that of the equi-distance pattern. 
We found that the density function works well for the pyramid pattern case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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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TFT-LCD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의 

BLU(Back Light Unit)는 그림 1과 같이 광원(Light Source), 
도광판(Light Guid Plate), 확산시트(Diffusion Sheet), 프리즘

시트(Prism Sheet), 그리고 반사판(Reflector) 등으로 이루어

져 있다.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광원으로부터 도광

판으로 입사된 빛은 도광판을 따라 전반사되어 수평방향(y-
축 방향)으로 진행하다 도광판에 가공된 패턴에 의해 반사, 
굴절되어 수직방향(z-축 방향)으로 배출된다. 도광판으로부

터 나온 빛은 확산시트를 거치면서 여러 방향으로 퍼져서 출

력면의 휘도 균일도를 향상시키고, 다시 프리즘시트를 거치

면서 z-축 방향으로의 방향성이 개선되어 디스플레이 면에서

의 휘도를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기업체나 학교 등에서 BLU의 도광판 패턴 설

계를 하는 경우, 각자 경험적으로 얻은 패턴 설계 프로그램

을 사용하거나 상업용 패턴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상업

용 프로그램은 그 가격이 만만치 않고, 상업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험적으로 얻은 패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빠르

게 변하는 다양한 제품 설계에 대처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

다. 이에따라 신속한 설계에 적합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패턴 설계 최적화 프로세스 연구
[1-2], 다항식을 이용하여 구간별 패턴 밀도를 조절하는 방식

으로 패턴 설계 최적화 연구 등이 시도되었다.[3] 본 연구에서

는 도광판 내부의 광세기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각 모델에 맞

도록 상수만을 조절함으로 도광판 패턴을 설계할 수 있는 패

턴 밀도 함수를 찾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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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ual description of the BLU.

FIG. 2. Simulation model.

FIG. 3. Detectors installed inside the LGP.

II. 전산모사를 이용한 분석

전산모사를 통해 도광판 출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SPEOS (OPTIS, France)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40 mm × 50 mm × 1 mm 크기의 도광판을 기본구

조로 채택하였으며, 도광판의 각 면은 반사, 투과, 흡수가 

Fresnel 법칙을 따르는 “Optical Polished Surface”로 채택하

였다. 그림 1에 제시된 좌표계에서 광원은 y = -2.0 mm 위치

에 0.6 mm × 3 mm 크기의 네 개의 LED(Light Emitting 
Diode)가 각각 x= 5, 15, 25, 35 mm 위치에 놓여있고, 빛은 

+y 방향으로 550 nm 단색광을 Lambertian 형태로 100만개 

광선이 방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주위에 100% 반사판을 설

치하여 광원에서 방출된 광선은 모두 도광판 내부로 진입하

도록 하였다. 도광판은 PMMA를 가정하여 굴절율 1.49, 광 

흡수율은 1.70×10-3/mm 으로 설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광원으로  LED 네 개를 광원으로 

채택하였다. 과거에는 제품의 단가를 낮추고 충전 후 사용시

간을 늘리기 위하여 LED 개수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디스플레이 화면이 넓어지고 배

터리의 기술개발에 의하여 충전 용량이 커짐으로 인하여 

LED 개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희석되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광원으로 LED 네 개를 채택 한 

것은 세 개를 채택한 것 보다는 x-방향으로의 세기 균일도 향

상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고 출력이 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2.1. LED에 의한 도광판 내부 조도 변화

LED로부터 도광판에 입사된 빛이 도광판을 지날 때 세기

(illuminance) 감소에 영향을 주는 각각의 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때, 
각각의 효과로부터 전체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

능하다. 따라서 복합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패턴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패턴 조절을 하기 위하여 복합적

인 효과에 의한 도광판 내부에서의 세기 분포를 분석하고 이

에 적합한 세기 분포 함수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패턴 간격 

조절함수를 찾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도광판 내부에 디텍

터를 5 mm 간격으로 y-방향에 수직하게 설치하여 각 지점에

서의 illuminance를 계산하였다. 
그림 4(a)는 LED에서 방출된 빛이 도광판 내부에서 진행

하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광판에 음각으로 가공된 직

경이 50 um인 반구형 패턴을 등간격으로 배치하여 계산한 

도광판의 출력 분포이다. 이 계산에서는 LED를 둘러싸도록 

반사판을 설치하였으며, 도광판에는 패턴이 가공된 밑면

(z=-0.55 mm)과 옆면(x=0, 40 mm)에 반사판을 설치하고 앞

면(y=50 mm)에는 반사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는 LED 만
에 의한 출력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반사판에 의한 

효과는 뒤에서 별도로 언급할 것이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LED에 의한 입력 부분이 밝고 앞쪽으로 진행할수

록 어두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네 개의 LED를 사용

하였는데 LED가 설치된 곳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빛이 도광판(LGP)을 따라 진행하는 

동안 점점 빛의 세기가 약해지는데, 이는 도광판에 의한 흡

수, 패턴에 의한 출력면으로의 방출, 그리고 패턴에 의하여 

반사된 빛의 도광판 내부에서 방향전환과 같은 효과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도광판 출력면 전체의 휘

도 균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에 의

한 빛의 세기 감소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패턴의 간격을 

조절하여야 한다. 
그림 4(b)는 그림 3에 제시된 각 디텍터면에서 계산된 도

광판 내부의 illuminance 이다. 그래프의 사각형 점들은 그림 

4의 각 디텍터에서 측정된 세기를 나타낸 것으로, y가 증가

함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도광판 내

부에서 흡수와 LGP 밑면에 설치된 패턴에 의한 반사 및 굴

절로 인하여 도광판에서 배출된 결과이다. 실선은 측정 결과

를 지수함수로 fitting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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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a) LGP output illuminance distribution on the z=0.6 mm 
surface and (b) LGP inside illuminance along the y-axis for 
equidistance hemisphere pattern.

(a)

(b)

FIG. 5. Illuminance distribution for hemisphere pattern (a) along 
y-axis in the LGP (b) along x- and y-axis on the z=0.6 mm 
plane.  

Fitting 함수는 

   (1)

로 상수 A와 C는 초기 조건 즉, LED의 출력(경계 조건 즉, 
LED의 출력, 반사판의 반사율, 도광판의 구성 물질 등의 변

수)에 좌우되는 값이다. 즉 전산모사 초기 조건에 달라질 수 

있는 상수이다. 도광판 내부에서의 광 분포 특성을 보여 주

는 상수는 B이다. 반구 패턴이 등간격으로 장착된 도광판 내

부의 illuminance는 그림 4(b)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y가 증

가함에 따라 exp(-y/69)식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반사판에 의한 출력 효과

LED에서 방출된 빛은 도광판 내부로 입사되어 도광판을 

따라 y-방향으로 진행한다. 도광판 끝부분, y=50 mm 지점에 

반사판을 설치한 경우, 이 곳에 도달한 빛은 도광판을 빠져

나가지 못하고 반사판에 의하여 반사된 후 다시 방향을 바꾸

어 도광판 내부로 되돌아온다. LED가 유일한 광원이지만 이 

반사판이 제2의 광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턴 간격

을 조절함에 있어 반사판의 효과를 고려해야만 도광판 출력 

분포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LED 반대편에 설치된 반사판에 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등간격으로 가공된 패턴을 갖는 도광판의 각면에 반사

판을 설치하고 LED 반대편의 반사판 전체를 광원으로 설정

하였다. 이는 반사판에 도달한 빛이 되반사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림 3에 의한 도광판 내부

에서의 조도와 출력 분포를 각각 그림 5(a)와 (b)에서 제시하

였다. 그림 5(a)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y=50mm 로부터 y
가 감소함에 따라 세기가 exp(+y/24)식에 따라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광판이 작거나 도광판 밑에 가공된 

패턴이 피라미드 모양인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4] 

그림 5(b)는 도광판 출력면(도광판으로부터 0.1mm 위 x-y 평
면)에서 x-축 및 y-축에 따른 조도 분포이다. 도광판 내부에

서와 유사한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그림 4(b)는 exp(-y/69)로 그림 5(b)는 exp(+y/24)로 

변화를 보이는데, 전자는 LED에서 방출된 빛이 (+y)방향으

로 진행하면서 세기가 약해지고 후자는 반사판에서 반사된 

빛이 (-y)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세기가 약해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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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pattern density functions.

  

(a)

FIG. 7. LGP output illuminance distribution with pattern density 
function of    and       for hemisphere 
pattern (a) along the x-axis (b) along the y-axis.

2.3. LED와 반사판에 의한 출력 효과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LED에 의한 방출과 반사판에 의하

여 반사현상을 포함하는 조도 분포는

     (2)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도광판 내부의 조도 분포는 도광판

에 가공되는 패턴밀도와 관련이 깊다. 조도가 강한 부분은 

패턴 간격을 늘려 패턴 밀도를 줄이고, 반대로 조도가 약한 

부분은 패턴 간격을 좁혀 패턴 밀도를 증가시켜야 도광판 출

력의 균일도가 향상된다. 따라서 식 (2)는 도광판에 가공될 

패턴 간격 분포 함수인데, 이후에는 식 (2)를 “패턴밀도함수”
라고 부르기로 한다. 

여기서 지수를 69와 24로 적용하지 않고 70과 25로 적용

한 것은 지수의 작은 변화가 출력 분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이 값이 크면 패

턴 간격이 완만하게 변하고, 반대로 이 값이 작으면 패턴 간

격이 비교적 급격히 변한다. 따라서 패턴 설계 시, 모델과 상

황에 따라 이 값들은 약간씩 변화를 줄 수 있다. 
또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수 70과 25의 차이는 광원이 

도광판 외부에 있는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

된다. 즉 LED가 도광판 밖에 위치하고 있고, 반사판은 도광

판 끝(y=+50 mm)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지수의 차이가 발생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에 식 (2)를 적용

하는 경우, LED의 크기나 위치에 관계없이 모델의 조건에 

따라 지수 70과 25를 약간씩 조절하여 패턴을 설계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6에 패턴이 등간격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LED에 의

한 감소만을 고려하여 설계한 경우, 그리고 LED와 반사판에 

의한 효과를 모두 고려한 패턴 밀도 함수를 적용한 각각의 

경우에 패턴 사이의 간격 변화를 사각형, 원, 그리고 삼각형

으로 나타내었다. 패턴 밀도 함수는 y-축에 따라 감소하다가 

끝부분에 가면 다시 올라가는데 이는 LED로부터 방출된 빛

의 세기가 감소하다가 끝에 있는 반사판에 의하여 빛이 되반

사 하여 그림 6의 삼각형 분포와 같이 도광판 출력 분포에 

있어 끝부분이 중간보다 더 밝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턴의 

간격을 조절할 때 이 함수와 같이 중간부분은 패턴의 간격을 

좁게 하여 밀도를 높이고 앞부분과 끝부분은 패턴 간격을 넓

혀 패턴 밀도를 줄여야 한다. 
상수 P는 LED 근처의 패턴 간격을 조절하는 상수로 이 값

이 크면 앞부분의 패턴 간격이 넓어져서 패턴 밀도가 줄어든

다. 상수 Q는 끝에 있는 반사판의 효과를 조절하는 상수로 

이 값이 크면 반사판 근처에서의 패턴 간격이 넓어지고 역시 

패턴 밀도가 줄어든다. 상수 P와 Q를 조절하다 보면 패턴이 

도광판 밖으로 밀려 나가기도 하고 도광판을 다 채우지 못하

기도 한다. 이때 상수 R을 조절함으로써 패턴이 도광판 전체

를 채울 수 있다. 그림 7(a)와 (b)는 각각 반구 모양의 패턴 

밀도 함수 와    에 의하여 계산된 

도광판 으로부터 0.1 mm 위 x-y 평면(z=0.6 mm)에서 5 mm 
간격으로 나누어 평균값을 계산된 x-축, y-축 출력 분포이다. 
즉 그림 7은 LED 효과만을 고려한 경우와 LED와 도광판의 

반사판을 동시에 고려하여 얻은 출력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7(a)는 출력 분포가 나란하지만 LED와 도광판 효과를 

모두 고려한 경우의 출력이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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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GP output illuminance distribution on the z=0.6 mm 
surface with pattern density function of       for 
pyramid pattern.

(a)

(b)

FIG. 9. Output illuminance versus angle for (a) hemisphere 
pattern (b) pyramid pattern.  

7(b)에서는 LED와 도광판 효과를 모두 고려한 경우의 출력 

분포 균일도가 현저히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수

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9-포인트 출력 불균일도



 
× (3)

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LED 효과만을 고려한 경우와 LED-
도광판 효과를 모두 고려한 경우에 있어서 각각 37.8 %와 

10.2 %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도 출력 균일도가 

확연히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새로운 모델의 경우, 그 모

델에 적합하게 보다 정밀한 계산을 원하는 경우 상수 ,  
그리고 을 미세 조절 할 수 있다. 

III. 패턴 밀도 함수에 의한 피라미드 패턴 설계

앞 절에서 반구 모양의 패턴이 장착된 도광판에 패턴 밀도 

함수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제 패턴 밀도 함

수가 반구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의 패턴에도 적용될 수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도광판에 형성시키는 패턴의 제작 방

식은 일반적으로 인쇄 방식과 무인쇄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무인쇄 방식에서는 반구 모양의 패턴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

나, 피라미드 모양의 패턴이 제작상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

에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한 피라미드 패턴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4-6]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한 피라미드 모양의 

패턴 제작에 있어, 실리콘 웨이퍼 습식 식각 공정이 잘 정립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와 모양이 균일한 패턴 제작이 용이하

고 재현성이 매우 높다.[7] 또한 제작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일반 도광판 가공비용에 비해 제작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아
래 그림 8은 패턴 밀도 함수를 적용하여 설계된 음각의 피라

미드 패턴이 장착된 도광판 출력 분포이다. 여기서 피라미드 

패턴은 실리콘 웨이퍼를 습식 식각으로 결정면(100)을 가공

하면 54.7o
로 가공되기 때문에 피라미드의 각을 54.7o

로 설정

하여 계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라미드 밑면의 한 변

의 길이를 50 m로 하였으며, 이에따라 피라미드의 높이는 

35.3 m이다. 식 (3)에 의하여 계산된 출력 불균일도가 10.2%
로 반구형 패턴을 장착한 경우의 출력 불균일도가 소수점 이

하 두 번째 자리에서 차이를 보일정도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라미드 패턴에도 같은 형태의 패턴 밀

도 함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패턴 밀도 함수를 적용하여 설계한 도광판의 출

력이 방향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계산한 결과로, (a)와 (b)
는 각각 반구형 패턴과 피라미드 패턴을 장착한 도광판에서 

얻은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반구형 패턴을 장착한 경우 출

력이 0o∼50o 사이에서 비교적 고르게 방출되는 반면 피라미

드 패턴을 장착한 경우에는 출력이 40o∼50o 사이에만 집중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피라미드 패턴을 장착한 도광

판의 프리즘 시트를 설계할 때에는 40o∼50o 의 출력을 제어

하여 최종 BLU 출력면에서의 휘도를 향상시키도록 설계해

야 함을 의미한다. 반구형 패턴을 장착한 도광판은 출력각이 

넓은 반면에 피라미드 패턴을 장착한 도광판은 특정 각으로 

출력이 편중되기 때문에 프리즘 시트를 설계하는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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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광판 내부의 광세기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범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패턴 밀도 함수를 찾고자 하였다. 
도광판 내부에서 흡수와 반사, 굴절에 의한 효과를 도광판 

패턴 설계에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도광판 내부의 

각 지점에서의 조도를 측정하여 패턴 밀도 함수를 찾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패턴 밀도 함수는  

   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상수 P와 Q는 각각 도광판의 앞쪽(LED와 가까운 쪽)
과 도광판의 뒤쪽(LED로부터 먼 쪽)의 패턴 밀도를 조절하

는 상수이다. 이 값이 커지면 패턴 간격이 넓어져서 패턴 밀

도가 줄어든다. 설계하고자 하는 모델과 그 조건에 따라 이 

값이 결정될 것이다. 상수 R은 도광판 전체에 걸쳐서 패턴 

간격을 일괄적으로 줄이거나 넓혀주는 함수이다. 상수 P와 

Q를 조절하다 보면 패턴의 위치가 도광판 밖으로 밀려나거

나 도광판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수 R을 

조절함으로써 도광판 전면에 적절히 패턴을 채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패턴 밀도함수를 활용하여 반구형 패턴

이 장착된 도광판을 설계하고 계산한 결과 출력 분포가 개선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라미드형 패턴에서도 동일

한 형태의 패턴 밀도함수가 잘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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