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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ultraviolet (UV) irradiation and temperature on the degradation of the optical
components in the backlight for liquid crystal displays were investigated. The degrees of degradation
of the side molds made of polycarbonate and the multi-layer-type reflective polarizers were estimated
for different UV irradiation levels and temperatures by measuring the change in the color coordinates
over time. For ambient temperatures, the side mold showed a more substantial degradation at
shorter UV wavelengths. The reflective polarizer exhibited accelerated degradation at shorter UV
wavelengths at room temperature, but it displayed similar changes in the color coordinates at
high temperatures, indicating that the temperature is a more dominant factor from the viewpoint
of degradation. Based on this systematic study of the degradation process, we suggest that the
long-term reliability of displays may be improved by optimizing the UV shield and by thermal
management of the backlight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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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백라이트용 광학 필름에 미치는 자외선과 온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
홍정택 · 고재현∗
한림대학교 응용광물리학과, 춘천 24252, 대한민국
(2018년 8월 1일 받음, 2018년 8월 6일 수정본 받음, 2018년 8월 6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액정 표시 장치의 광원인 백라이트 내 부품에 조사되는 자외선과 온도가 일으키는 열화
효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백라이트 유닛 내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PC) 재질의 사이드 몰드와
다층박막형 반사형 편광판에 대해 온도 및 자외선 조사 파장을 변화시키며 열화의 진행 정도를 해당 재료의
색좌표의 시간에 따른 변화로 확인하였다. 백라이트 내 일반적인 온도 범위 내에서 PC재질인 사이드 몰드는
자외선 파장이 짧을수록 자외선 열화가 가속화되었다. 반사형 편광판은 실온에서는 조사 자외선 파장이
짧을수록 열화 속도가 증가하지만 고온에서는 조사 자외선 파장과는 무관하게 비슷한 자외선 열화 속도를
보였고 이를 통해 온도가 열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화 과정에 대한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백라이트 내 부품에 대한 자외선의 차폐 및 효율적인 열방출 설계를 적용하면 디스플레이의 장기
신뢰성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PACS numbers: 42.15.Eq, 42.79.Kr
Keywords: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광학 필름, 자외선,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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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형 평판형 TV 시장의 확대에 따라 액정 표시 장치
(liquid crystal display, LCD)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이
며 백색광을 공급해 주는 백라이트 유닛 (backlight unit,
BLU) 의 성능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
BLU 는 5만시간 정도의 보장 수명 내에 TV가 요구하는
색도를 가지는 백색광을 매우 밝고 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백라이트를 구성하는 다양한 광학

본 연구는 BLU 내 부품들에 대한 자외선 및 온도의 영향
및 이들이 일으키는 열화과정 및 열화 메커니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광원을 지지해 주는 사이드 몰드와 다층형 박막구조의 반사
형 편광판 (reflective polarizer, RP) 에 대해 자외선과 온도
조건을 통제하면서 이 인자들에 의한 열화과정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BLU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열화가속계수를 구하고 허용 자외선 수치를 구함으로써,
열화방지 디자인을 위한 기본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부품의 광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2–5]. 아울러 BLU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인 광원,
광학시트, 사이드 몰드, 지지대 등의 부품들이 수명 시간
이내에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함으로서 수명 시간 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
현재 BLU 용 광원으로는 대부분 고체 발광 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LED) 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일
부 플라즈마 방식의 형광램프인 냉음극방식 (cold-cathode
fluorescent lamp, CCFL) 등 튜브형 형광램프가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 비중은 매우 작아지는 추세다. CCFL 은 형
광체를 여기시키는 자외선 (ultraviolet, UV) 발생원으로
수은을 사용한다. 수은은 주 자외선 파장이 254 nm이고,
그 외에도 185, 313, 365 nm 등의 자외선과 몇 가지의 가시
광선을 방출한다 [7]. 이러한 광원은 소다라임 (soda lime)
유리나 보로실리케이트 (borosilicate) 유리로 쌓여있는데,
이 유리들의 투과도 특성에 의하면, 254, 185 nm의 중-단
파장 자외선은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지만, 313, 365 nm의
근자외선은 적은 양이지만 투과되어 BLU 내에 방출된다.
이 근자외선에 의해 BLU의 장기 구동 시, BLU 내의 각종
부품들을 열화시켜 수명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백색 LED는 주 여기원의 파장이 450 nm 부근이라
단파장 광자에 의한 열화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근자외
선을 여기원으로 사용하는 백색 LED가 적용될 경우에는
자외선에 의한 부품의 열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외선에 더해 BLU에서 발생하는 온도에 의해서 열화가
가속화 되어서 BLU의 수명 시간을 줄어들게 한다. LED
의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국소적 발열 및 튜브형 형광등의
전극부에서 방출되는 열은 BLU 내 도광판이나 다른 광학
부품들의 장기 신뢰성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광원의 스펙
트럼에도 영향을 준다 [8,9]. 이러한 자외선과 온도로 인해
야기되는 복합적인 열화현상에 의해 BLU 내 광학시트, 사
이드 몰드 및 지지대 등의 구성부품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변색되거나 특성이 저하하는 문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BLU가 포함된 액정 표시 장치의 장기 신뢰성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II. 실험 대상 및 방법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의 자외선 및 온도에 따른 열
화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BLU 광원을 고정시키는 사이드
몰드와 BLU에서 나오는 빛에 항상 노출되는 RP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이드 몰드는 보통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PC)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형광등의 경
우 주로 광원의 전극부와 상하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중 전극부를 지지하는 사이드 몰드의 경우, 전극부로부터
방출되는 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사이드 몰드
의 재질인 PC에 대한 UV 및 온도의 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지만 [10–12], 장파장 자외선에 대한 보고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반사형 편광판인 RP는 BLU에서 공급되는 빛 중 디스플
레이 패널의 입사 편광판에 의해 흡수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
입사광의 편광 성분 중 일정 부분을 재생하는 기능을 담당
한다. 본 실험에 사용한 RP는 서로 다른 두 종류 재질의
얇은 막들이 번갈아 가며 수백 층 쌓여 있는 다층 막 구조로
되어있다. 보통 복굴절이 매우 높은 층과 등방성 구조를
가지는 층을 교대로 적층하여 만든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반사형 편광판은 다층박막 층을 가운데로 해서 상하부로
확산기능을 가지는 두 층이 샌드위치 식으로 겹쳐져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상하부의 확산층은 PC재질로 되어있고,
이 확산층들과 다층 박막 사이에는 광학적 접착층이 존재
한다. 내부 재질로 사용되는 PC와 광학적 접착증은 열과
UV에 의해 변형될 수 있는데, 여러 층이 쌓여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열과 UV에 의한 독립적인
열화가 아닌 복합적인 열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사이드 몰드와 RP의 열과 UV의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313 nm와 352 nm의 UV 램프와 히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온도와 자외선 조사 조건으로 열화를 시킨 후 분광
복사계 (PR650, Photo Research Inc.) 로 색좌표를 측정하
였다. Fig. 1은 실험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판유리 위에 약
1 cm2 크기의 시료를 올리고 아래에 놓인 히터를 가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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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of temperature and UV wavelength along with the UV irradiance.
Temperature
(◦ C)
Room temperature
(25∼28 ◦ C)
60 ◦ C

80 ◦ C

100 ◦ C

UV Wavelength
(nm)
313
352
313
352
313 + 352
No UV light
313
352
313 + 352
No UV light
313
352
313 + 352
No UV light

Measurement time
(h)
0 ∼ 240
0 ∼ 240
0 ∼ 336
0 ∼ 336
0 ∼ 288
0 ∼ 288
0 ∼ 240
0 ∼ 240
0 ∼ 240
0 ∼ 240
0 ∼ 240
0 ∼ 240
0 ∼ 240
0 ∼ 240

UV irradiance (mW/cm2 )
313 nm
352 nm
0.179

0.301

0.113

0.198

0.115

0.179

0.102

0.181

Fig. 2. (Color online) Photographs showing the change
in apparent color over time up to 240 hours caused by
UV irradiation of 313 nm at 100 ◦ C.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emperature and UV radiation
on the mold and the DBEF.
대류를 통해 열을 전달하였다. 시료의 온도 조건은 상온, 60
◦
C, 80 ◦ C, 100 ◦ C 등 네 조건이었다.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조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시료의
온도는 K-타입 열전대 (Testo 925) 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UV램프는 시료와 54 cm의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 조사하면
서 열화를 진행하였다. 자외선의 복사 조도는 자외선미터
(YK-34UV) 를 이용해 측정했다. 시료들은 실험 조건 당
최소 240시간동안 유지하며 등간격의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외부 효과를 통해 변화된 시료는 반사판 위에 위치시키고
시료의 중간에 1/3, 2/3되는 지점을 찍은 후 평균을 내어서
색 좌표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조건 당 두 시료에 대한 4
회의 측정값을 평균내서 색좌표 변화량을 구했다. Fig. 2는
각각의 시료가 100 ◦ C에서 313 nm 자외선을 조사하면서

발생한 색상의 변화 모습을 시간에 따라 담은 사진이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색상의 변화가 커지면서 열화가
점점 더 심해짐을 알 수 있다.

III. 실험 결과 및 토의
Fig. 3 은 사이드 몰드에 대한 실험 결과 중 하나로써,
온도를 80도로 고정시킨 후에 네 가지 자외선 조사 조건에
대해 색좌표 x, y 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외선의
복사가 없는 상태에서 온도를 80도로 고정시켜 열화시킨
시료의 색좌표 변화는 240시간 범위 이내에서 거의 없었다.
온도가 같은 상황에서 352 nm 자외선이 조사된 경우에도
역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313 nm가 조사가 된 경우에
이전의 결과와는 다르게 색좌표의 x 와 y 모두 크게 변화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은형 형광램프에서 방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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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ormalized changes in x and y of the side mode
over 240 h for three UV irradiation conditions.
Temperature
25 ◦ C
60 ◦ C
80 ◦ C
100 ◦ C

Fig. 3. (Color online) Shift in color coordinates of (a) x
and (b) y of side mold samples subject to 80 ◦ C and four
UV irradiation conditions.
313 nm 파장의 자외선이 장파장 자외선 대비 PC의 열화에
현저히 기여함을 보여준다. 추가로 313 nm 파장과 352 nm
파장이 같이 입사할 경우, 313 nm 자외선만 조사한 결과에
대비하여 색좌표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352 nm 자외선은 독자적으로는 사이드몰드의 열화에
기여하지는 않지만 단파장인 313 nm 자외선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몰드의 열화 속도를 가속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온도에 대해서 진행된 결과 역시 Fig. 3과 동일한 경향
성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80도까지는 온도의 증가에 따른
열화 가속이 완만하게 이루어지지만 80도를 넘어서면서
온도의 증가가 열화진행을 급속히 가속시키며 색좌표의
변화량이 커진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에 연구되었던 PC 에 대한 자외선
열화 실험의 결과들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단파장 자외
선은 PC 내에서 직접적인 광변환 과정을 일으키면서 L1
(phenylsalicylate), L2 (dihydroxybenzophenone) 단위 및
노란색으로 변색되는 종들과 관련 있는 다른 단위의 물질
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L1은 365 nm

∆x
313
0.009
0.013
0.016
0.050

∆y
nm
0.014
0.019
0.024
0.059

∆x
352
0.0016
0.001
0.004
0.017

∆y
nm
0.0016
0.0015
0.006
0.022

∆x
(313 +
0.022
0.030
0.057

∆y
352) nm
0.031
0.039
0.063

에 의해 진행되는 장파장 영역에서의 광산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12]. 또한, 장파장에 의한 광산화
가 자외선의 흡수를 촉진하기에, 단파장과 장파장이 섞여
있는 경우가 단파장만 조사된 경우에 비해 자외선에 의한
열화과정이 가속화된다.
Table 2는 각 파장 혹은 파장 조합별 자외선에 240시간
동안 노출된 시료가 각 온도별로 나타낸 색좌표 변화량을
보여준다. 이때 온도별로 자외선 조사량이 틀리므로 Table
2 내의 색좌표 변화량은 자외선 조사량 0.1 mW/cm2 을 기
준으로 규격화하여 표시된 수치이다. 각 자외선 조사 조건
별로 80도보다 높은 온도 범위에서는 자외선에 의한 영향이
급격히 증가한다. 즉, 100도의 온도 조건에서는 자외선에
의한 열화보다는 온도에 의한 열화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Table 2에서 주목할 또다른 점은 독자적으로는
열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 않은 352 nm파장의 자외선이
단파장 자외선과 결합하는 경우에 열화를 가속시키는 경
향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두 파장이 조사되는 조건에서
측정된 색좌표 변화량의 실측치를 313 nm 와 352 nm 의
개별 파장별로 측정된 색좌표 변화량의 단순합으로 나눈
값을 보게 되면, 60도와 80도의 조건에서는 두 파장을 조사
한 경우의 색좌표 변화량이 각 파장별 자외선이 만들어 낸
변화량보다 1.5배 정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52
nm 자외선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열화에 기여하지
않지만 313 nm와 동시에 조사될 경우에는 자외선 열화과정
을 가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100도의 경우에는
단순합과의 비교치가 1보다 작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100
도의 고온에 의해 발생하는 색좌표 변화량이 자외선에 의한
변화량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RP는 서로 다른 두 개 재질의 얇은 막들이 번갈아 수
백 층 쌓여 있는 다층 막 구조로 되어 있다. 보통 복굴절
(birefringence) 이 매우 높은 층과 등방성 구조를 가지는
층을 교대로 적층해 만든다 [13]. Fig. 4는 온도를 80도로
고정시킨 후 다양한 자외선 조사 조건에 대해 RP의 색좌
표를 시간의 함수로 측정한 결과이다. 이 데이터는 자외
선 조사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색좌표 변화량이 포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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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Relative shift in color coordinates
of x and y of RP subject to 60 ◦ C and UV irradiation
of 313 + 352 nm. The solid lines denote the best-fitted
results by using Eq. (1)
내에서는 자외선 파장에 따른 열화 속도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RP의 열화 허용 범위 이내로 제한될 자외선 조사량을
계산하는 것은 본 실험 결과로 쉽지 않다. 구조의 문제와
더불어 온도와 자외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떤 원인
으로 인해 열화가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들은 60도 온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된 자외선
파장 및 조사량의 범위 내에서 RP의 열화는 거의 동일한
Fig. 4. (Color online) Shift in color coordinates of (a) x
and (b) y of RP samples subject to 80 ◦ C and four UV
irradiation conditions.

정도로 진행된다는 점만을 알려주고 있다. RP의 색좌표
변화량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현상론적인 식을 이용하
여 시도하였다. 유기고분자 내 열화 과정은 긴 고분자가
열 및 자외선에 의해 끊어지면서 열화 원인이 되는 저분자

파장의 차이에 의한 열화 속도의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RP의 점착제 성분에 대해 알려진

보이고, 실험 온도 범위인 60도에서 100도 안에서는 313

바는 없지만, 자외선과 열에 의해 발생하는 저분자 물질들이

nm와 352 nm 자외선 파장에 의한 색좌표 변화량의 차이는
실험 오차범위 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실험 온도

열에너지 및 자외선 에너지의 도움으로 확산해 들어가는
√
과정을 고려하게 되면 열화층의 두께는 시간 t 에 대해 t 의

범위에서 일어나는 RP의 열화에 있어서 자외선의 존재가

함수로 증가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간 의존성은 확산되어

열화의 가속화를 가져오지만 자외선 파장 및 조사량의 차이

들어가는 점착층의 부피가 매우 크다는 가정이 전제된다.

가 열화 속도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또한, 열화층의 두께에 비례하여 열화 현상의 척도인 색좌표

결과는 자외선 파장에 의해 열화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

변화량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두식을 얻을 수

사이드몰드의 결과와 뚜렷이 구별된다. 다른 온도에서 측

있다.

정된 결과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즉, 각 온도에서
자외선이 조사된 상태에서의 색좌표의 변화량이 자외선이
조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나지만, 사이드 몰드와

√
∆x = ∆x0 t
√
∆y = ∆y0 t

(1)

는 다르게 자외선 파장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진 않는다. 두

여기에서 ∆x0 , ∆y0 는 곡선맞춤 매개변수들이다. 이 수치

파장의 자외선이 동시에 조사된 경우도 고온에서는 개별적

가 커지면 열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Fig. 5는 60도, 313

인 파장이 조사된 경우의 색좌표 변화량과 비슷한 수치들을

+ 352 nm 자외선 조사 조건에서 측정된 색좌표의 상대

보여준다. 이는 실험에 사용되었던 자외선 조사량의 범위

변화량을 식 (1) 을 이용해 곡선맞춤한 결과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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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itting parameters of Eq. (1) for the changes in color coordinates of RP over time.
Wavelength
(nm)
313+352
313
352

∆x0

∆y0

∆x0

60 ◦ C
0.00183
0.00106
0.00122

∆y0

∆x0

∆y0

80 ◦ C
0.00242
0.00258
0.00169

있다. 위의 식을 각 조건별 데이터에 적용해 얻어진 값들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이 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색좌표 변화량의 시간의존성을 좌우하는 매개변수들은 자
외선 파장 및 조사량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특히 온도가
높을 수록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
온도 조건에서는 자외선의 존재가 열화의 가속요인이 되기
는 하지만 파장 및 조사량이 중요한 인자는 아니라는 앞의
결론을 증명해준다.

0.00197
0.00143
0.00177

100 ◦ C
0.00270
0.00210
0.00251

0.00602
0.00605
0.00627

0.00640
0.00643
0.00663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BLU 내 부품의 온도 및 자외선
조사량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외선의
차폐 및 효율적인 열방출 설계를 적용하면 디스플레이의
장기 신뢰성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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