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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K BLUE LIGHT CUT PANEL 개요GCK BLUE LIGHT CUT PANEL 개요

블루라이트(BLUE LIGHT)란?

현대인과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의 유해성블루라이 의 유해성

BLUE LIGHT CUT PANEL의 효과

관련 특허 및 인증실험관련 특허 및 인증실험

성능비교 실험

일본시장 내 선호도



1. GCK BLUE LIGHT CUT PANEL 개요

① 기능: 인체에 유해한 블루라이트(청색광) 차단① 기능: 인체에 유해한 블루라이트(청색광) 차단.
② 적용: TV & 컴퓨터用 LED/LCD 
③ 용도: PC 커버용 패널



2. 블루라이트(BLUE LIGHT)란?

블루라이트란, 
가시광선 중에서 380~495nm의 푸른빛을 말한다.

에너지가 가장 높고 눈의 각막이나 수정체로 흡수 되지 않아, 망막까지 도달하여

안구건조증 시력저하 수면장애 심한 경우 망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안구건조증, 시력저하, 수면장애, 심한 경우 망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루라이트는 빨강, 노란 빛에 비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아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눈 및 눈의 시신경을 더욱 자극하여, 눈의 피로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3. 현대인과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의 주요 원천: 

스마트 폰, LED디스플레이, TV 등마 폰, 디 플레이, 등

현대인의 경우, 
장시간 모니터, 스마트 폰과 같은
전자 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 블루라이트에 의한
유해성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미칠 수 있다.



4. 블루라이트의 유해성

블루라이트가 눈에 끼치는 영향

1.망막 손상
2.눈의 피로
3.눈의 통증
4.시력 감퇴
5 안구 건조5.안구 건조

블루라이트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1.수면장애
2.비만
3.암 생체리듬저하3.암
4.우울증
5.두통



각막
망막

각막

가시광선

LED의 블루라이트

수정체

LED의 블루라이트

LED에서발생하는블루라이트가망막까지도달!LED에서발생하는블루라이트가망막까지도달!

5. BLUE LIGHT CUT PANEL의 효과

각막
망막

가시광선

각막

LED의 블루라이트

수정체

패널사용시, 블루라이트차단가능!



① 관련 특허정보
특허내용: 컴퓨터 및 TV에 대한 화면 보호 렌즈 구조
특허번호: 2012101848(12/18,2012 취득, 호주)

② 성능인증 테스트② 성능인증 테스트
시험명: ASTM E903-96
내용:    적분구로 측정한 태양광 흡수율, 반사율, 투과율 테스트 방법

-실험도구: 적분구실험 구 적분구
-파장 간격: 1nm
-파장 범위: 240~800nm
-측정방식:  투과율

7.  성능비교 실험
① 실험도구: 블루라이트 레이저 포인터

② 실험대상 제품:
- 당사 (GCK)
- A사

B사- B사



1) 수평각도 0˚에서 실시

벽면에 도달하는
블루라이트블루라이트

비교가능



2) 수평각도 45˚에서 실시

벽면에 도달하는
블루라이트블루라이트

비교가능



3) 클로즈업

벽면에 도달하는
블루라이트블루라이트

비교가능



일본에서는 이미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HIT 상품!

특히나 아이가 있는 집에서특히나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THANK YOU!!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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