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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광원인 백라이트유닛과, 상기 백라이트유닛의 전방에 설치되어 평면영상을 표시하는 패널과, 상기 백라이트유

닛과 상기 패널 사이에 설치되는 스트라이프유닛과, 상기 스트라이프패턴 전방에 배치되는 렌티큘러렌즈시트를 갖는 입체

영상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스트라이프유닛은 교호적으로 반복구동되는 투명슬릿과 비투명슬릿 패턴을 가지고 상기 백

라이트유닛과 상기 패널 사이에 설치되는 유기 EL 셔터방식의 스트라이프패턴과, 전원 조절에 의해 상기 유기 EL 셔터를

100Hz 내지 150Hz의 구동주기로 반복 구동시키는 스트라이프구동수단을 가지며; 상기 렌티큘러렌즈시트는 상기 스트라

이프패턴 전방에 0mm 내지 3mm 거리로 배치되며, 200μm 내지 500μm 피치와 600μm 내지 900μm을 갖는 다수의 부분

원호상 렌티큘러렌즈들로 형성되어 상기 투명슬릿 패턴과 상기 비투명슬릿 패턴을 통과하는 영상정보를 각각 관찰자의 양

안에 번갈아가면서 굴절 집속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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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여, 고휘도와 넓은 시야각을 구현할 수 있고 높은 해상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입체영상 표시장치가 제공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입체영상, 패널, 스트라이프, 렌티큘러, 3차원 영상, LC 셔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입체영상 표시장치의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입체영상 표시장치의 개략도,

도 3은 도 2의 입체영상 표시장치의 단면도,

도 4 내지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입체영상 표시장치의 렌티큘러렌즈와 스트라이프패턴의 설계치를 얻기 위한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백라이트유닛 20 : 패널

30 : 스프라이트유닛 31 : 스프라이프패턴

33 : 투명슬릿 35 : 비투명슬릿

40 : 렌티큘러렌즈시트 41 : 렌티큘러렌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입체영상 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3차원 입체화상은 두 눈을 통한 스테레오 시각(stereoscopy)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두 눈의 시차 즉, 두 눈이

가로방향으로 약 65mm 정도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양안시차(binocular display)에 의해 입체감을 느끼도록 하

는 원리이다.

일반적으로 3차원 입체화상을 구현하는 방식에는 홀로그래픽 방식과 입체용 특수안경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입체용

특수안경을 사용하지 않는 비안경식으로 스테레오스코픽(stereoscopic)방식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스테레오스코픽 방식의 대표적인 입체영상 표시장치의 예로는 렌티큘러(Lenticular)방식 및/또는 페러랙스 베리어

(Parallax barrier)방식을 이용하는 입체영상 표시장치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스테레오스코픽 방식의 입체영상 표시장치의 간략한 구성도가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 스테레오스코픽 방식의 입체영상 표시장치의 구조는 패널(101) 전방에 렌티큘러 부재 및/또는 페러랙스 베리어 부재

가 설치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렌티큘러 부재 및/또는 페러랙스 베리어 부재를 "입체영상 표시부재(110)"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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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래 입체영상 표시장치는 백라이트유닛(미도시)으로부터 빛이 패널(101)로 전달되어 패널(101)에 평면 영상이

표시되고, 패널(101)에서 표시되는 평면 영상이 입체영상 표시부재(110)에서 좌안영상과 우안영상으로 분리되어 관찰자

의 좌안과 우안에 각각 독립된 영상으로 인식되어 관찰자는 평면영상을 입체영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 입체영상 표시장치는 입체영상 표시부재에 형성된 줄무늬 형상의 슬릿을 갖는 스플리트(splitter)에

의해서. 좌안영상과 우안영상이 분리되기 때문에, 백라이트로부터 발산되는 빛이 스플리트의 블랙마스크(Black mask)에

가려지게 된다. 이에 의해서, 휘도가 저하되고 시야각이 좁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백라이트로부터 발산되는 빛이 스플리트의 복수 영역에서 투과되어 관찰자의 관점(View Point)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반비례하여 해상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고휘도와 넓은 시야각을 구현할 수 있고 높은 해상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입체영상 표시장치를 제

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광원인 백라이트유닛과, 상기 백라이트유닛의 전방에 설치되어 평면영상을 표시하는 패널

과, 상기 백라이트유닛과 상기 패널 사이에 설치되는 스트라이프유닛과, 상기 스트라이프패턴 전방에 배치되는 렌티큘러

렌즈시트를 갖는 입체영상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스트라이프유닛은 교호적으로 반복구동되는 투명슬릿과 비투명슬릿

패턴을 가지고 상기 백라이트유닛과 상기 패널 사이에 설치되는 유기 EL 셔터방식의 스트라이프패턴과, 전원 조절에 의해

상기 유기 EL 셔터를 100Hz 내지 150Hz의 구동주기로 반복 구동시키는 스트라이프구동수단을 가지며; 상기 렌티큘러렌

즈시트는 상기 스트라이프패턴 전방에 0mm 내지 3mm 거리로 배치되며, 200μm 내지 500μm 피치와 600μm 내지

900μm을 갖는 다수의 부분원호상 렌티큘러렌즈들로 형성되어 상기 투명슬릿 패턴과 상기 비투명슬릿 패턴을 통과하는

영상정보를 각각 관찰자의 양안에 번갈아가면서 굴절 집속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영상 표시장치에 의해서 달성된

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가지고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입체영상 표시장치의 개략도이고, 도 3은 도 2의 입체영상 표시장치의 단면도이다. 이들 도면에 도

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입체영상 표시장치(1)는 광원인 백라이트유닛(10)과, 백라이트유닛(10)으로부터

전달되는 빛에 의해 평면영상을 표시하는 패널(20)과, 백라이트유닛(10)과 패널(20) 사이에 설치되는 스트라이프 유닛과,

스프라이프 전방에 설치되는 렌티큘러렌즈시트(40)를 포함한다.

백라이트유닛(10)은 일반적인 LCD 디스플레이장치와 마찬가지로 광원(미도시)과 도광판(미도시) 및 홧산시트(미도시)와

집광필름(미도시) 등의 적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패널(20)은 백라이트유닛(10)의 전방에 스트라이프패턴(31)과 렌티큘

러렌즈시트(40)의 설치공간을 두고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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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프유닛(30)은 투명슬릿(33)과 비투명슬릿(35) 패턴이 길이방향을 따라 교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스트라이프패

턴(31)과, 스트라이프패턴(31)을 길이방향 양측으로 반복적으로 구동시키는 스트라이프구동수단(미도시)을 갖는다. 여기

서, 스프라이트패턴의 구동주기는 100Hz 내지 150Hz인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스트라이프유닛(30)은 유기 EL 패널을 사용하는 유기 EL 셔터로 제작하고, 구동수단은 전원공급을 제어하여 밝

고 어둠차이를 번갈아 가면서 바꾸어주는 구성하는 것이 기계적인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 바람직하고 보다 쉽게 제작이 가

능하다. 특히, 유기 EL 셔터의 경우는 구동 전력이 감소됨으로 소비 전력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렌티큘러렌즈시트(40)는 시트의 길이방향을 따라 원호단면상의 렌티큘러렌즈(41)가 정렬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때, 렌티큘러렌즈(41)의 피치(PL)는 약 200μm 내지 500μm, 렌티큘러렌즈(41)의 곡률반경(R)은 600μm 내지 900μm으

로 제작되고, 렌티큘러렌즈시트(40)와 스트라이프패턴(31)간의 거리는 0mm 내지 3mm 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수치는 후

술할 렌티큘러렌즈시트(40)의 설계식과 렌티큘러렌즈시트(40)와 스트라이프패턴(31) 간의 관계 수식에 의해 도출된 것으

로써, 선명한 고해상도의 입체영상에 바람직한 수치이다.

렌티큘러렌즈시트(40)는 스트라이프패턴(31)을 통과한 빛과 영상이 관찰자의 양안에 번갈아가면서 다른 영상정보를 제공

하도록 빛을 굴절 집속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렌티큘러렌즈시트(40)의 초기설계치는 다음과 같이 각 렌티큘러렌즈

(41)의 매개변수(parameter)간의 수식전개를 통해 구할 수 있다.

도 4는 렌티큘러렌즈 각 매개변수 간의 수식전개를 위한 부분단면도이다. 여기서, d는 렌즈(41)의 두께이고, PL은 렌즈

(41)의 피치, PS는 스트라이프패턴(31)의 피치, l'는 렌즈(41) 끝부분에서 스트라이프패턴(31) 간의 거리, R은 렌즈(41)의

곡률반경, d1=d-h 는 렌즈(41) 곡면 높이, D는 렌즈(41) 끝부분에서 관찰자의 눈 사이의 거리, l은 스트라이프패턴(31)에

서 렌즈(41)의 제1주요점 사이의 거리, n은 매질의 굴절률, 각종 부등호 기호는 각 인자의 부호를 의미한다.

먼저, 렌티큘러렌즈(41)의 초점거리 fi는 아래의 식 1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식 1)

그리고, 렌즈(41)의 제1주요점(primary principal point) H1과 제2주요점(secondary principal point) H2의 거리인 h1과

h2는 각각 아래의 식 2와 같이 도출된다.

, (식 2)

여기서, h1은 제1주요점으로부터 렌즈(41)의 전방꼭지점(front vertex)까지의 거리로서 음수가 되며, h2는 제2주요점으

로부터 렌즈(41)의 후방꼭지점(back vertex)까지의 거리로서 양수가 된다. 여기서는 h2를 0으로 둠으로서 후방 꼭지점이

기준으로 오른쪽을 양수 왼쪽 값을 음수로 표현하였다. 이하에서 h1은 h로 표시한다.

한편, 렌즈(41)의 폭 즉, 렌티큘러렌즈시트(40)의 주기가 PL이라면, 도 5에 도시된 렌즈(41)의 구조에 의해서 렌즈(41)의

곡면부분의 높이 d1과 나머지 부분의 높이 h는 아래의 관계식을 만족하게 된다.

d1 + h = d (식 3)

(식 4)

식 3과 식 4에 의해서 렌즈(41)의 곡면부분 높이 d1은

(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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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한편, 렌티큘러렌즈시트(40)가 관찰자의 양안에 번갈아가면서 다른 영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

드시 만족해야하는 조건을 살펴본다.

첫째, 백라이트유닛(10)의 한 점에서 방출되어 스트라이프패턴을 통과하여 관찰자 쪽으로 발산되는 빛은 렌티큘러렌즈시

트(40)의 각 렌티큘러렌즈(41)를 지나 관찰자 관찰면 상의 한점으로 집속되어야 한다. 이는 방출된 빛이 원하는 방향을 조

명함과 동시에 빛의 퍼짐을 억제하기 위한 조건이다(이하"빛의 집속 방지조건"이라 함). 이 빛의 집속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관찰자의 양안 중 어느 한쪽 눈으로 전달되어야할 영상정보의 일부가 다른 쪽 눈으로 전달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빛의 집속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초점거리 { f}_{i } 는 아래의 식 6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식 6)

이때, 스트라이프패턴에서 렌즈(41)의 전방꼭지점까지의 거리 l' 는 식 2로부터

(식 7)

가 된다.

이상의 관계식을 연립하여 빛의 지속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렌티큘러렌즈(41)의 곡률반경 R을 매개변수 l, D, n 으로 나타

내면 다음 식과 같다.

(식 8)

한편, 렌티큘러렌즈시트(40)가 만족해야하는 두 번째 조건은 빛의 축적조건(accumlation condition)이다.

도 6은 스트라이프패턴(31)과 렌티큘러렌즈시트(40)가 결합되어 스트라이프패턴(31)의 동작에 따라 백라이트유닛(10)에

서 방출되는 빛이 한번은 우안 다음에는 좌안으로 조명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K와 Ps는 각각 양안 상이의 거

리와, 스트라이프패턴(31)의 피치를 의미한다.

스트라이프패턴(31)은 스트라이프구동수단(미도시)에 의해 동작하여 투명슬릿(33)을 통해 빛을 관찰자 측으로 방출시키

거나 비투명슬릿(35)을 빛을 관찰자 측으로 방출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어느 순간에 투명슬릿(33)을 통해 빛이 방출된다고 라면, 이때, 렌즈1(41a) 바로 아래에 있는 스트라이프패턴(31)의 투명

슬릿(33) 중심부에서 방출된 빛은 렌즈1(41a)을 지나 우안 중심에 집속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렌즈2(41b) 바로 아래에

있는 스트라이프패턴(31)의 투명슬릿(33)에서 방출된 빛 역시 렌즈2(41b)를 지나 우안 중심에 집속되어야 한다.

즉, 빛의 축적조건이라 함은 투명슬릿(33)으로부터 방출된 빛은 바로위에 놓인 렌티큘러렌즈(41)를 각각 지나서 모두 우

안으로 집중되어야 하고, 스트라이프패턴(31)이 구동하여 비투명슬릿(35)으로부터 빛이 방출되면 이 빛은 동일한 렌티큘

러렌즈(41)를 각각 지나서 모두 좌안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빛의 축적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순차적으

로 우안과 좌안에 각기 다른 영상 정보를 전해줄 수 없게 된다.

이 빛의 축적조건은 광학시스템의 transverse magnification Mt 정의를 통해 다음과 식 9와 같이 수식화 될 수 있다.

(식 9)

여기서, 대상높이(object height)는 렌즈1(41a)의 광학축(optical axis)으로부터 object point(y0)까지의 수직거리이며,

영상높이(image height)는 렌즈1(41a)의 광학축(optical axis)으로부터 image point(yi)까지의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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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과 같이, 렌티큘러렌즈(41)가 빛의 축적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렌즈1(41a)을 통과하는 빛과 렌즈2(41b)를 통과하는

빛은 동일한 Mt 값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수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 (식 10)

여기서, 2Ps는 스트라이프패턴(31)의 주기(또는 피치)이며, Ps는 투명슬릿(33)과 비투명슬릿(35)의 폭이고, PL은 렌티큘

러렌즈(41)의 피치이다.

결국, 빛의 축적조건(accumlation condition)으로부터 렌티큘러렌즈(41)와 스트라이프패턴(31)의 피치간의 관계를 얻게

된다.

한편, 렌티큘러렌즈시트(40)가 만족해야하는 세 번째 조건은 고차모드(빛이 여러개의 슬릿(스트라이프패턴(31))을 통과하

면 회절현상에 의거하여 보강과 상쇄간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중 가장 밝은 광을 0차 모드라 칭하고, 그 외의 회절광

을 고차모드(higher order)의 투과광이 상겹침이 방지될 수 있는 상겹침 방지조건(non-overlapping condition)이다.

이는 도 6에서 볼 때, 렌즈2(41b)(또는 렌즈1(41a)) 바로 아래있는 스트라이프에서 방출된 빛의 일부가 관찰자의 양안 중

한 쪽 눈으로만 전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렌즈1(41a)(또는 렌즈2(41b))를 통해 관찰자의 다른 쪽 눈으로 전달되는 것

을 방지하여 영상이 겹쳐지게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건은 스트라이프패턴(31)의 이동 피치를 포함한 전

술한 수식들에 근거하여 렌티큘러렌즈시트(40)와 스트라이프패턴(31)의 설계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서, 본 발명에 따른 입체영상 표시장치(1)는 백라이트dblst(10)로부터 패널(20)로 빛이 조사되면, 빛이

스트라이프패턴(31)과 렌티큘러렌즈시트(40)를 통과하면서 굴절집광되어 패널(20)에 표시되는 영상정보를 관찰자의 양

안에 각각 다른 영상 정보로 번갈아가면서 집속시킨다.

이때. 스트라이프패턴(31)은 스트라이프구동수단(미도시)에 의해 약 100Hz 내지 150Hz구동되어 빛이 투명슬릿(33)과 비

투명슬릿(35)을 통과하는 다른 영상정보를 사용자의 양안에 번갈아가면서 집속되도록 한다. 그러면 각 슬릿을 통과하는

각각의 영상정보가 렌티큘러렌즈(41)에서 굴절집광되어 사용자의 양안에 각각 전달 됨으로서, 사용자는 넓은 시야각에서

고휘도의 선명한 입체영상을 느끼게 된다.

빛의 굴절 과정을 살펴보면, 스트라이프 패턴을 통과한 빛은 렌티큘러 렌즈(41)에서 굴절되고, 이때 렌티큘러 렌즈(41)의

중앙을 기준으로 빛이 좌측으로 통과된 빛은 우측눈으로 이미지상이 맺히고, 렌즈(41)의 우측으로 통과된 빛은 좌측눈으

로 이미지가 맺히게 된다. 우리의 눈이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좌우로 영상정보를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체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스프라이프패턴이 전술한 바와 같이, 유기 EL 셔터로 제작될 경우에는 스프라이프구동수단은 전원공급을 제어하

여 밝고(투명슬릿) 어둠(비투명슬릿)차이를 번갈아 가면서 바꾸어줌으로써, 투명슬릿(33)과 비투명슬릿(35)을 통과하는

다른 영상정보가 사용자의 양안에 번갈아가면서 전달된다.

이러한, 입체영상 표시장치는 의료용 디스플레이장치 및 각종 통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장치와, 입체게임기의 디스플레이

장치 및 CAD 등의 3차원 영상정보를 필요로하는 컴퓨팅 작업분야의 디스플레이장치에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백라이트유닛으로과 패널 사이에 수평방향으로 왕복 구동 하여 상이한 영상정보를 관찰자의 양안에 각각 전달

하는 스트라이프패턴을 설치하고, 스트라이프패턴 전방에 상이한 영상정보를 각각 관찰자의 양안에 번갈아가면서 굴절 집

속시키는 렌티큘러렌즈시트를 설치함으로써, 휘도저하 및 시야각 저하를 방지하여 넒은 시야각에서 고휘도의 선명한 입체

영상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입체영상이 렌티큘러렌즈시트에서 관찰자의 양안에 각각 굴절 집속되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선명한 입체영상을 관

찰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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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고휘도와 넓은 시야각을 구현할 수 있고 높은 해상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입체영

상 표시장치가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광원인 백라이트유닛과, 상기 백라이트유닛의 전방에 설치되어 평면영상을 표시하는 패널과, 상기 백라이트유닛과 상기

패널 사이에 설치되는 스트라이프유닛과, 상기 스트라이프패턴 전방에 배치되는 렌티큘러렌즈시트를 갖는 입체영상 표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스트라이프유닛은 교호적으로 반복구동되는 투명슬릿과 비투명슬릿 패턴을 가지고 상기 백라이트유닛과 상기 패널

사이에 설치되는 유기 EL 셔터방식의 스트라이프패턴과, 전원 조절에 의해 상기 유기 EL 셔터를 100Hz 내지 150Hz의 구

동주기로 반복 구동시키는 스트라이프구동수단을 가지며;

상기 렌티큘러렌즈시트는 상기 스트라이프패턴 전방에 0mm 내지 3mm 거리로 배치되며, 200μm 내지 500μm 피치와

600μm 내지 900μm을 갖는 다수의 부분원호상 렌티큘러렌즈들로 형성되어 상기 투명슬릿 패턴과 상기 비투명슬릿 패턴

을 통과하는 영상정보를 각각 관찰자의 양안에 번갈아가면서 굴절 집속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체영상 표시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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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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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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