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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LCD TV용 백라이트 유니트(BLU)의 각 구성성분이 최종 광확산필름의 물리적, 전기적, 열적, 광학적 특성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블로킹 방지층에 있어서는 6 µm의 아크릴 비드를 0.5～1.5 wt%로 첨가했을 때 블로킹 
방지성이 우수하였고, 4급 암모니움 염을 0.8 wt%로 첨가하였을 경우 Decay-Time 및 수분에 대한 안정성이 가장 우수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광확산층에 있어서는 아크릴 폴리올을 바인더 수지로서 사용하고, 무황변 타입의 HDI계 경화제
를 바인더 수지에 대해 30～35 wt%로 첨가하였을 경우가 PET 필름 표면상에의 접착력, 경화속도 및 유연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20 µm의 다분산형 폴리스티렌(20 µm PS) 및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20 µm 
PMMA) 비드를 바인더 수지 대비 250 wt%로 첨가하였을 경우에 가장 높은 법선휘도값을 얻을 수 있었으며, PS 입자
를 사용했을 경우보다는 PMMA 입자를 사용했을 경우가 투과율 차이로 인해 더 높은 법선휘도값을 나타내었다.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each ingredient in the light diffusing film (LDF) which was used as backlight unit 
(BLU) of TFT-LCD TV on physical, electrical, thermal and optical properties of LDF. In anti-blocking layer, the 
excellent anti-blocking ability was obtained when 0.5～1.5 wt% of acrylic bead was added, and good decay-time and 
water-stability were shown when 0.8 wt% of tertiary ammonium salt was added. Optimal results for adhesion strength, 
curing rates and flexibility on the surface of PET film have been obtained in the light diffusing layer by using acrylic 
polyol as a binder resin, and by addition of 30～35 wt% non-yellowing type HDI crosslinker. In addition, the highest 
normal luminance value was obtained by addition of 250 wt% poly-dispersive polystyrene (20 µm PS) and 
polymethylmethacrylate (20 µm PMMA) beads into the binder resin (100 wt%). The higher normal luminance could be 
got for PMMA beads than PS beads because of the transmittance difference.

Keywords: light diffusing film, anti-blocking, luminance, PET

1. 서    론
1)

  정보전달 매체인 전자디스플레이는 브라운관 방식의 CRT(Cathode- 
Ray Tube)와 평판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 FPD)로 분류할 수 있

다. FPD 중 LCD는 얇고 가벼우며, 소비전력이 매우 낮고 전자파 발생

이 적으며, CRT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한 화상을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심부와 코너부의 선명도 편차가 작다는 장점으로 인해 휴대

폰, 데스크탑 모니터, 노트북 PC 및 벽걸이 TV용 등으로 응용범위가 

확장(Figure 1)되면서 FPD가 CRT의 시장규모를 추월하기에 이르렀

고, 우리나라 국가산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한편, TFT-LCD는 다른 디스플레이 방식과는 달리 액정 자체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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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발광소재이므로 디스플레이 화면의 밝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

론트 패널의 후면에 백라이트 유니트(BLU)라고 하는 별도의 광원장

치가 필요하며, TFT-LCD TV용으로 사용되는 BLU의 구조도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TFT-LCD TV용 BLU는 냉음극형광램

프(Cold Cathode Fluorescent Lamp, CCFL) 또는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 등의 램프, 반사필름(Reflector), 확산판 및 각종 

광학필름(광확산필름, 프리즘시트) 등으로 구성되며, 램프로부터 나오

는 선광원은 반사필름에 의해 반사되어 확산판을 거쳐 광확산필름에 

의해 전면으로 확산되어 면광원으로 전환됨으로써 TFT-LCD의 표시

화면을 밝혀주게 된다.
  디스플레이 화면의 휘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확산판 내에 폴리머 

입자를 함침하는 경우가 있다[2-5]. 그러나 이로서는 충분한 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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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velopment of LCD industry.

Figure 2. BLU structure for TFT-LCD TV.

나타낼 수 없어서, 최근에는 확산판 상에서 광확산필름을 3매로 중첩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광확산 필름층의 구조는 Figure 3
에 나타내었다. 
  광확산필름은 지지체인 기재(Substrate)상에 프라이머층, 광확산층

(Light Diffusing Layer) 및 블로킹 방지층(Anti-Blocking Layer)으로 구

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광확산 필름 구성성분이 표시화면의 밝기를 나

타내는 휘도와 내구성 및 가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최적화함으로써 실제 산업상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TFT-LCD TV용 BLU에서 선광원을 면광원화할 뿐 

만 아니라 휘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광확산필름 기술

개발에 목적을 둔다.

2. 실    험

  2.1. 기  재

  광확산필름에 사용되는 기재 필름은 높은 투명도가 요구되기 때문

에 폴리올레핀 수지, 폴리에스텔 수지, 폴리아크릴 수지 및 폴리카보

네이트 수지 등과 같이 높은 투명도의 고분자 수지로부터 제조되는 

기재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투명도가 높고, 기계적 강

도가 양호하여 가공성이 우수하며 BLU에서 출사되는 광 및 열에 대

한 내구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이 가장 많

이 사용되어지며, TFT-LCD TV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하형의 

CCFL로부터의 내열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188 µm 또는 250 µm 두께

의 필름이 사용되어진다. PET 필름은 일반적으로 TPA 및 EG를 단량

체로 하여 중합한 후 2축연신하여 제조된다[6-12]. 본 연구에서는 광

확산층 및 블로킹 방지층이 쉽게 PET 필름의 표면상에 접착되도록 양

면에 프라이머 처리가 되어 있는 일본 Mitsubishi Polyester사의 T680E 
188 µm을 기재 필름으로 어떠한 정제 처리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때의 PET 필름은 가로 40 cm×세로 30 cm의 크기로 절단하여 사

Figure 3. The structure of light diffusing film.

용하였다.

  2.2. 블로킹 방지층

  광확산필름이 확산판의 표면과 블로킹이 발생함으로써 CCFL로부

터 출사된 광이 계면에서 간섭에 의해 레인보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기 입자를 바인더 수지 용액과 혼합하여 Zr 비
드를 80 wt%로 충진한 후 임펠러 교반기를 사용하여 1500 rpm으로 

30 min 동안 샌드 밀링하고, 메이어 바로 기재 필름상에 블로킹 방지

층을 형성시켜 100 ℃에서 2 min 동안 건조하였다.
  이때 사용한 바인더 수지는 일본 Toyobo사의 폴리에스터계인 

Vylon 200을 MEK/Toluene (1:1) 혼합용매에 20 wt%로 용해하여 사용

하였다. 유기 입자는 유화중합, 시드 중합, 침전중합, 분산중합 등으로 

제조되어지며[13-19], 본 연구에서는 일본 촉매화성사의 아크릴 비드

를 크기별 및 함량별로 사용하여 25 ℃, 90% RH의 항온항습기(Jeio 
Teck사 TH-G-180)에서 1 h 동안 방치하였을 경우 블로킹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관찰하였으며, 이때의 표면특성은 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SEM,일본 JEOL사 JSM-6390) 및 비접촉식 3차원 표면조도계

(미국 Wyko사 Topo3D30)로 측정하였다. 또한 정전기 발생에 의한 이

물 등의 표면흡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4급 암모니움 염(N-ethyl-N,N- di-
methyl-1-dodecane ammoniumethylsulfate, 일본제일공업제약사 PU 101)
을 첨가하여 표면저항을 1011 Ω/sq으로 조절하였으며, 표면에 + 5000 
Volt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경우 시간에 따른 표면정전기 감쇄속도를 

일본 SSD 전자 Static Honesmeter H-0110으로 측정하였다. 

  2.3. 광확산층

  바인더 수지, 경화제, 광확산제 및 용제 등으로 구성되는 광확산층 

조성물에 대하여 Zr 비드를 80 wt%로 충진한 후 임펠러 교반기를 사

용하여 1500 rpm으로 30 min간 샌드 밀링하고, 메이어 바로 기재 필

름상에 광확산층을 형성시켜 100 ℃ 건조 오븐에서 1 h 동안 건조하

였다. 바인더 수지로 폴리에스터계, 폴리우레탄계, 아크릴계, 비닐계

를 각각 사용하여 미국 QPanel사의 촉진시험기(QUV-SE)로 UV, 열 

및 수분을 필름 표면에 가하여 168 h 동안 촉진시험을 행한 후 광확산

층의 내황변성, 즉 delE*ab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delE*ab = √{L1 - L2)2 + (a1 - a2)2 + (b1 - b2)2} (1)

L1 : 시험전 L, L2 : 시험후 L
a1 : 시험전 a, a2 : 시험후 a
b1 : 시험전 b, b2 : 시험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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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general shape and size distribution of poly-dispersive 
type and mono-dispersive type of organic beads.

Figure 5. The evaluation method for total transmittance (TT) and 
haze (Hz).

L*a*b*표색계(CIE 1976)의 L은 명도를, a, b는 색도를 의미하며 +a는 

red, -a는 green, +b는 yellow, -b는 blue 방향을 의미한다.
  애경화학사의 무황변 HDI계 DN-980S를 경화제로 사용하여 함량에 

따른 경화속도를 FT-IR (미국 Digjlab사 FTS-60)로 측정하였으며, 
PET 필름상에의 접착력은 Cross-Hatch법으로 1 mm×1 mm 100 cells
에 대한 상대값으로 평가하였다. 광확산제로는 PS 및 PMMA 비드의 

유기입자를 사용하였으며, 다분산형(Poly-Dispersive Type) 및 단분산

형(Mono-Dispersive Type) 유기입자의 일반적인 형상 및 입도분포를 

Figure 4에 나타내었고, 본 연구에서는 다분산형 유기입자를 사용하여 

첨가량 및 입자성분이 광확산필름의 투과율(TT), 확산율(Hz) 및 법선

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투과율과 확산율은 일본 Nippon Denshoku사의 NDH-2000을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으며, 휘도는 20 inch TFT-LCD BLU의 확

산판 상에 광확산필름 3매를 중첩시킨 후 일본 Topcon사의 휘도계

(BM-7)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able 1. Anti-Blocking Property of Acrylic Beads according to Particle Size and Addition Amount per Binder Resin Basis: 100 wt% 
(X:bad anti-blocking effect, O: good anti-blocking effect)

Acrylic Beads

Particle Size (µm)
MA 1002 MA 1004 MA 1006 MA 1010 MA 1020 MA 1013

2 4 6 10 13 20

Addition amount (wt%)

0.1 × × × × O O

0.5 × × O O O O

1.0 × × O O O O

2.0 × × O O O O

3.0 × O O O O O

Figure 6. SEM image of anti-blocking layer (6 µm-1.0 wt%).

T0 : Incident light from the light source
Td : Diffuse transmittance
Tr : regular transmittance

TT(%)=
Td + Tr
T0

×100  (2)

Hz(% )=
Td

Td + Tr
×100  (3)

3. 결과 및 고찰

  3.1. 블로킹 방지층의 표면특성

  PET 필름의 한쪽면에 최적의 블로킹 방지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아

크릴 비드의 입자크기별 첨가량에 따른 블로킹 방지성능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4 µm 이하의 아크릴 비드 경우에는 입자 크기가 너무 작아 확산판

과의 블로킹 방지 특성을 나타내지 못했으며, 단 4 µm-3.0 wt%의 경

우에는 블로킹 방지 특성은 양호하나, 첨가량이 많음으로 인해 투과율

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6 µm 및 10 µm 아크릴 비드의 경우 

0.1 wt%를 제외하고는 모두 블로킹 방지 특성이 양호하였으며, 13 µm 
및 20 µm 아크릴 비드의 경우에는 모든 첨가량 영역에서 양호한 블로

킹 방지 특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3.0 wt%의 첨가량에 있어서는 대

부분의 입자크기 영역에서 투과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10 µm 이상의 아크릴 비드를 사용할 경우 표면이 너무 거칠어 블로킹 

방지층에 의해 확산판 표면이 쉽게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

서 6 µm-0.5 wt%, 1.0 wt% 및 1.5 wt%의 경우가 양호한 블로킹 방지  

특성 및 투과율 등의 광학특성을 나타내었고, 그 중 1.0 wt% 첨가시의 

표면 SEM 관찰사진 및 비접촉식 3차원 표면조도계로 측정한 표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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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lE*ab after Accelerating Test on Polymer Back-Bones

Polyester Polyurethane Acrylic Polyol Polyvinylidene Chloride

Vylon 200 Nopporan 125 Acrydic A-811 Viclan VL-801

Maker Toyobo Nippon Polyurethane Aekyung Zeneca

delE*ab 6.3 47.3 3.5 35.6

Figure 7. 3D surface profile of anti-blocking layer (6 µm-1.0 wt%).

Figure 8. The variation of decay time of anti-blocking layer ac-
cording to addition rate of tertiary ammonium salt (binder resin 
: 100 wt%).

찰사진을 Figure 6과 Figure 7에 각각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표면조도

는 Ra 0.2 µm, Rz 4.2 µm 및 Rmax 4.7 µm이었다.
  한편, 블로킹 방지층내에 4급 암모니움 염(N-ethyl-N,N-dimethyl-1- 
dodecane ammoniumethy lsulfate)을 첨가하였을 경우의 Decay Time을 

Figure 8에 나타내었다. 
  4급 암모니움 염을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Vmax (초기 정전기 

값)가 900 V 이상으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표면에 발생한 

정전기가 시간경과시에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첨가량에 따라 Vmax값은 현저히 저하되고, Decay 
Time 역시 급격히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0.6 wt% 이상에서

는 반감기가 10 sec 이내로 떨어지게 된다. 1.0 wt% 이상에서는 Decay 
Time은 우수하나, 4급 암모니움 염이 대기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표면

에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0.8 wt%의 4
급 암모니움 염을 첨가했을 경우가 Decay Time 및 수분에 대한 안정

성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이 때의 표면저항은 1011 Ω/sq이었다. 

Figure 9. The variation of relative luminance of light diffusing film 
on delE*ab in BLU of TFT-LCD TV (polyurethane binder : 30 
wt%, poly-dispersive 20 µm-PMMA beads: 70 wt%).

Figure 10. The variation of x, y chromaticity of light diffusing film 
on delE*ab in BLU of TFT-LCD TV (polyurethane binder : 30 
wt%, poly-dispersive 20 µm-PMMA beads: 70 wt%).

  3.2. 광확산층에 대한 바인더 수지의 영향

  바인더 수지의 폴리머 주쇄별로 PET 필름 표면상에 30 µm의 두께

를 형성시키고, 촉진시험을 행한 후의 delE*ab값을 Table 2에 나타내

었다. 폴리우레탄 수지 및 폴리염화비닐리덴 수지의 경우 자외선 및 

열에 약하여 delE*ab값이 각각 47.3, 35.6으로 매우 큰 값을 나타내었

으며, 아크릴 수지의 경우가 가장 우수한 내황변 특성을 나타내었다. 
내황변 특성이 약할 경우 BLU의 CCFL로부터 나오는 UV 및 열에 의

해 광확산필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황색화되어 휘도저하가 발생할 

뿐 만 아니라 색좌표 역시 초기값에서 변화하게 된다. Figure 9에는 

delE*ab에 따른 휘도변화를, Figure 10에는 delE*ab에 따른 xy표색계

의 색도(Chromaticity) x,y값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확산판 상에 광확

산필름 1매를 장착하여 휘도를 측정했을 때의 값을 100%로 기준 하

여 delE*ab가 10.0일 경우 휘도는 약 3% 정도로 저하되고, 광확산필

름 3매를 장착했을 경우에는 약 15% 정도의 매우 큰 값으로 휘도 저

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색도 역시 광확산 필름 3매의 경우 delE*ab 
10.0 근처에서 x값이 30/1000, y값이 40/1000 이상으로 심하게 변화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크릴 폴리올을 바인더 수지로 사용했을 경우

에는 delE*ab값이 3.5로 매우 낮은 변화를 보였으며, BLU에 광확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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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hesion Test on HDI Adding Rate (Binder Resin : 100 wt%, Evaluation Method : Cross-Hatch, 1mm*1mm*100 cells)

20 wt% 25 wt% 30 wt% 35 wt% 40 wt%

Adhesion 60/100 96/100 100/100 100/100 100/100

Figure 11. -NCO transmittance from FTIR on aging time accord-
ing to adding rate of crosslinker (binder resin : 100 wt%, aging 
temp. : 60 ℃).

Figure 12. FT-IR spectrum of urethane reaction according to aging 
time (crosslinker: 30 wt%, binder resin: 100 wt%, aging temp.: 6
0℃). 

름을 3매 장착하여 휘도를 평가한 결과 휘도변화가 3% 이내이며, x,y 
색도변화 역시 10/1000 이내로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3.3. 광확산층에 대한 경화제의 영향

  바인더 수지로 아크릴 폴리올을 사용하여 -OH 기와의 우레탄 반응

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하여 무황변 타입의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

이트(HDI)를 사용하여 첨가량에 따른 시간별 -NCO 기에 대한 FT-IR 
투과율 그래프를 Figure 11에 나타내었으며, 또한 이 때의 PET 필름 

표면상에 대한 접착력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11에서와 같이 

경화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NCO의 반응시간은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35 wt% 이하의 첨가시에는 60 h 이내, 25 wt% 이하

의 첨가시에는 약 20 h 이내에 우레탄 반응이 거의 종결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Table 3에서와 같이 경화제의 함량이 25 wt% 이하에서는 아크릴 폴

리올의 하이드록시기(-OH)와 경화제의 이소시아네이트간 우레탄 반

응이 불충분하여 PET 필름 기재 상에의 접착력이 부족하였나, 30 
wt% 이상에서는 양호한 접착력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40 wt% 이
상을 첨가하게 되면 이소시아네이트 자체의 자기 경화작용으로 인해 

Figure 13. The variation of normal luminance according to wt% 
of 20 µm, poly-dispersive PS and PMMA beads (binder resin : 
acrylic polyol 100 wt%).

도막의 유연성이 저하되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경

화제의 최적 첨가량은 바인더 수지 대비 30～35 wt%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화제를 30 wt%로 첨가하였을 경우 숙성시간에 따른 

-NCO기의 우레탄으로의 전환을 Figure 12에 나타내었다. 시간경과에 

따라 2263 nm에서의 -NCO 투과율이 감소하는 반면에 1725 nm에서

의 -C=O 투과율이 증가함으로써 우레탄 반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또한 약 60 h 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 광확산층에 대한 광확산제의 영향 

  TFT-LCD TV용 BLU에 사용하기 위한 광확산 필름의 광확산층에 

대하여 광확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광확산제로 20 µm의 다분산형 

PS 비드 및 PMMA 비드를 사용하여 188 µm의 PET 필름 표면상에 

35 µm의 두께로 형성시켰을 경우, 비드의 첨가량에 따른 법선휘도값

의 변화를 Figure 13에 나타내었다. 이 때의 휘도값은 직하형 BLU의 

확산판 상에 광확산필름을 3매 중첩 사용하였을 경우의 값이다.
  Figure 13에서와 같이 비드함량이 증가할수록 휘도는 증가하여 바

인더 수를 기준으로 2.5 wt.배 첨가하였을 경우가 가장 높은 법선휘도

값(PMMA Beads :11500 cd/sq.m, PS Beads : 11100 cd/sq.m)을 나타내

었으며, 이 때의 투과율 및 Hz값은 20 µm, PMMA 비드의 경우가 각

각 72%, 94%이었고, 20 µm, PS 비드의 경우가 각각 69%, 95%였다. 
PS 비드의 굴절율은 1.59로 1.49인 PMMA 비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확산율 증가에 따른 휘도상승이 기대되나, 투과율이 3% 정
도로 PMMA 비드에 비하여 떨어지게 되어 결국 휘도값이 3.5% 저하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드의 첨가량이 2.5 wt.배일 경우의 SEM 
관찰사진을 Figure 14 및 Figure 15에 나타내었다. 
  한편, 비드 첨가량이 3.0 wt.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PS 및 

PMMA 비드 모두 법선휘도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비드가 과량으로 첨가되면 단위면적당 존재하는 비드s 입자의 

갯수가 많아지게 되고 과량의 비드 입자들은 서로 중첩되어 광원으로

부터의 광투과를 방해하여 광확산필름을 통과하면서 광투과율이 저하

하게 되므로 휘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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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14. The tilted SEM image of light diffusing film using 20 
µm, poly-dispersive (a) PS and (b) PMMA beads (beads ratio: 250 
wt% to binder resin 100 wt%).

Figure 15. The surface SEM image of light diffusing film using 20 
µm, poly-dispersive (a) PS and (b) PMMA beads (beads ratio: 250 
wt% to binder resin 100 wt%).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FT-LCD TV의 후면 광원으로 사용되는 BLU의 구

성요소 중 광확산필름에 있어서, 블로킹 방지층 및 광확산층을 구성하

는 각각의 구성요소가 최종 광확산필름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

여 연구하였다. 먼저 블로킹 방지층에 있어서 확산판과의 블로킹을 방

지하기 위하여 아크릴 비드의 입자 크기 및 함량별로 검토한 결과 6 
µm의 입자 크기를 갖는 유기 비드를 바인더 수지 기준으로 0.5～1.5 
wt% 첨가하였을 경우가 가장 우수한 블로킹 방지성을 나타내었으며, 
이 때의 표면조도 값은 Ra 0.2 µm, Rz 4.2 µm, Rmax 4.7 µm이었다. 
또한 표면 대전방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4급 암모니움 염을 바인더 

수지의 0.8 wt%로 첨가하였을 경우가 Decay Time 및 수분에 의한 안

정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광확산층에 사용되

는 바인더 수지로는 아크릴 폴리올의 경우가 delE*ab값이 3.5로 

CCFL로부터의 UV 및 열등에 가장 안정적임을 확인하였고, 무황변형

의 HDI계 경화제를 바인더 수지에 대하여 30～35 wt%로 첨가하였을 

경우가 PET 필름 표면상에의 접착력, 경화속도 및 유연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광확산층에 대한 광확산성을 부

여하기 위하여 광확산제를 첨가하는 경우에 20 µm의 다분산형 PS 및 

PMMA 비드를 바인더 수지에 대해 250 wt%로 첨가하여 35 µm의 두

께로 형성시켰을 경우가 가장 높은 법선휘도값을 나타내었으며, PS 
입자를 사용했을 경우보다는 PMMA 입자를 사용했을 경우가 입자의 

투과율 차이로 인해 3.5%의 더 높은 법선휘도값을 보였다. 본 연구에

서는 다분산형의 광확산제를 사용하여 법선에서의 휘도에 대한 부분

만을 다루었으나, 얻어진 기초결과를 토대로 하여 TFT-LCD TV용 

BLU의 광확산필름에 있어서, 다분산형 및 단분산형의 광확산제를 사

용하였을 경우 입자 크기, 첨가량 및 광확산층의 두께 등이 시야각

(Viewing Angle)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가 연구도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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