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A47G 1/00 (2006.01)

     A47G 1/02 (2006.01)

     G02B 5/08 (2006.01)

     G02F 1/13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098429

2006년09월18일

(21) 출원번호 10-2006-7004603

(22) 출원일자 2006년03월06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6년03월06일

(86) 국제출원번호 PCT/IB2004/051512 (87) 국제공개번호 WO 2005/024500

국제출원일자 2004년08월20일 국제공개일자 2005년03월17일

(30) 우선권주장 03103324.4 2003년09월09일 유럽특허청(EPO)(EP)

(71) 출원인 코닌클리케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엔.브이.

네델란드왕국, 아인드호펜, 그로네보드스베그 1

(72) 발명자 니유클럭, 아만다, 씨.

네덜란드, NL-5656 AA 아인트호벤, 프로프. 홀스트란 6.

반 델덴, 마티너스, 에이치., 더블유., 엠.

네덜란드, NL-5656 AA 아인트호벤, 프로프. 홀스트란 6.

벤 듀러젠, 마리아, 에이치., 더블유., 에이.

네덜란드, NL-5656 AA 아인트호벤, 프로프. 홀스트란 6.

(74) 대리인 문경진

심사청구 : 없음

(54)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거울

요약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의 용도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예를 들어 LCD 디스플레이(5)의 앞면에 위치하는 편광 거울(2)을

구비하는 LCD 디스플레이(5)를 기본으로 하는 거울 디바이스(1)에 관한 것이다. 상기 편광 거울(2)은 디스플레이에서 관

찰자에게 투과하는 광을 방해하지 않고, 입사된 광을 반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결합된 관찰 각과 편광 거울(2) 앞에 위

치하는 변환가능한 광학 성분(4)에 관계하는 반사문제가 해결된다.

대표도

도 8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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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관찰용 편광 거울로서, 제1종의 편광 광을 관찰자 측에 반사하는 제1플레인을 구비하고, 상기 거울은 제2종의

편광 광을 통과시키고 비관찰자 측에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제공되며,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사용시에 제2종의

편광 광을 제공하는 관찰용 편광 거울에 관한 것이다. 본 출원에서는 "관찰용 거울" 또는 "디스플레이 거울"은 사람의 눈

{또는(적외선)카메라 렌즈와 같은 인공의 눈}이 외부세계의 반사된 부분을 보게 하는 거울로 말한다. 예로서 목욕탕의 거

울, 핏팅 룸(fitting room)의 전장(full-length)거울 또는 거울로 된 벽과 같이 큰 거울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예는 트럭용

외측 거울 또는 화장대 거울과 같이 규격화된 거울 매체이다.

배경기술

"제1종의 편광 광을 반사하는 제1플레인을 구비하여" 이것은 거울 플레인은 편광 플레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사용시에, 편광 플레인 상에 입사하는 광 파장의 일정한 범위 내의 광은 두 개의 성분으로 나뉘어지며, 하나의 성분은

편광 플레인에 의해 반사되고, 다른 성분은 편광 플레인을 통과한다. 일반적으로 공지된 것은 선 모양으로 편광된, 서로 수

직편광방향을 갖는 두 개의 성분으로 광을 분할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광은 우향 원형(right-handed circular) 및

좌향 원형(left-handed circular) 또는 타원 편광(ellpitical polarization)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상기 언급한 종류의 디스플레이 거울은 계류중인 2002년 3월 18일자로 출원한 유럽특허출원 02076069.2호 및 2002년

10월 17일자로 출원한 유럽특허출원 02079306.3호(=PHNL 02.1038)에 기재되어 있다. 거울의 기능은 디스플레이 앞에

부분 반사층 대신에 편광 거울 또는 반사 편광체를 적용하여 획득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거울의 반사도 실행은 예를 들어 가능한 한 높을수록 최적화되게 선택된다. 결과로서, 실질적으로 바람

직한 모든 광, 또는 가능한 한 많은 광은 최적 작용을 하기 위해서 반사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거울은 관찰자 측에 제

1종의 편광 광을 반사시키고, 제2종의 편광 광을 통과시킴에도 불구하고, 비관찰자 측에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제공되

고,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사용시에 제2종의 편광 광을 제공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사용시에 (편광된) 광을 방출하거나 반사한다.

제2종의 편광 광의 편광(방향)을 디스플레이에 의해 방출된 편광된 광의 편광(방향)에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100%의 투과

율이 획득되고, 반사된 상에 대하여 높은 콘트라스트(contrast)의 디스플레이된 정보를 일으킨다.

그러나 거울 부분이 디스플레이로서 이용될 때 거울의 기능은 거울 플레인의 다른 부분에서 활성상태로 남는다. 그 결과

반사는 일광 가시도와 콘트라스트를 저하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거울로 이용될 때, 유일한 편광 성분은 반사되어서 반사도

가 단지 약 50%이다. 또한 거울의 크기가 디스플레이의 크기 보다 크고 디스플레이가 오프(off)되었을 때, (어두운) 디스플

레이와 외부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거울 배경 간에 차이는 분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람직하게

변환가능한 광학적 요소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와 편광 거울의 관찰자 면 사이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서 상기 디스플레이가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일 경우, 상기 변환가능한 광학적 요소는 변환가능

한 1/2λ플레이트(plate)이다.

또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편광 거울의 관찰측은 예를 들어 게스트-호스트 시스템(guest-host system)을 기본으로 하

는, 변환가능한 편광체가 구비된다.

그러나, 특히 반사모드에서 문제점은 변환가능한 광학적 요소가 변환가능한 1/2λ플레이트 또는 게스트-호스트 시스템인

경우, 변환가능한 광학적 요소의 각도 의존성이다. 이러한 성분은 전기적으로 비등방성 배향(anisotropical oriented) LC

분자를 기본으로 하고, 심지어 고압에서 (액정 물질이 양성 전기 비등방성이라면)이러한 분자는 상기 기판에 고정하기 때

문에 기판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도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 방향에서 관찰자가 상기 분자의 축을 따라 볼 수 있는 반면,

다른 방향에서 관찰자는 보다 작은 밝기를 갖는 디스플레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 중의 하나로서 갖는다. 또한 목적은 이러한 거울 디스

플레이의 반사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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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본 발명에 따른 편광 거울은 관찰 측에서 두 개의 광학적 상태를 변환할 수 있는 편광 수단은 갖고, 상기 편

광 수단은 두 개의 기판 사이에 있는 액정층을 포함하고, 상기 기판의 적어도 하나는 광학적 상태들 중 하나의 상태시에 적

어도 두 개의 배향 방향에서 액정 분자를 배향하는 배향수단을 구비한다.

서로 다른 배향 방향(별개의, 패턴화된 도메인)을 도입하여 편광거울 디스플레이가 거울 모드에서 이용될 때, 계획하지 않

은 반사의 감쇠는 증가된다. 이러한 감쇠는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변환가능한 편광체는 게스트-호스트 시스탬을 기본으

로 할때 보다 효과적이다.

서로 다른 배향 방향(도메인)은 다른 방법으로 마찰, (마스크를 이용하여)광 정렬, Langmuir-Blodgett 층 등과 같은 일반

적으로 LCD 기술로 알려진 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은 이하에 기재된 실시예를 참조하여 분명해지고 명확해 질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거울 디바이스의 가능한 실시예.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거울 디바이스의 부분의 개략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거울 디바이스의 부분 개략 단면도.

도 4 및 5는 본 발명이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거울 디바이스의 부분의 개략 단면도.

도 6은 변환 가능한 편광체를 얻기 위한 액정 혼합물에 첨가될 수 있는 적합한 염료를 도시하는 단면.

도 7은 본 발명을 설명하는 거울 디바이스의 개략 단면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거울 디바이스의 부분의 개략 단면도.

실시예

도면은 도식적인 것이고 축적하여 나타내지 않았다. 해당 요소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참조번호에 의해 표시된다.

도 1은 유리 기판(4a)상에서 광을 반사하는 거울(2)을 갖는 관찰용 거울 디바이스(1)를 도시하고, 사람(3)은 그의 상(3')

(과 배경, 미도시)을 본다. 본 발명에 따른 거울(플레인)은 단지 제1종의 편광(반향)을 반사하지만, 제2종의 편광(방향) 광

을 통과시킨다. 더 나아가 상기 거울은 비관찰자 측에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5)를 제공한다(도 2 참조).

이 예에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5)는 두 개의 기판(유리 또는 플라스틱 또는 그밖의 적합한 물질) 사이에 액정물질을 갖는

액정 디스플레이이다. 대부분의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편광효과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시에 상기 디스플레

이(5)는 실질적으로 편광된 광을 방출한다. 일반적으로 벡 라이트(10)로 부터의 광을 액정 디스플레이 효과에 의해서 조절

된다.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는 편광효과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상기 디스플레이(5)는 일정한 편광(방향)의 광을 통과시

키는 제1의 편광체(8)와 제2편광체(9){또는 검광자(analyzer)}를 포함한다.

이러한 일정한 편광의 광은 제2종의 편광(방향)으로서 동일한 (선형의) 편광 방향을 가져서, 이것은 광의 어떠한 손실

(100% 투과)없이 거울(플레인)을 통과시킨다.

대부분의 액정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선형으로 편광된 광의 조절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선형 편광체(8)(9)가 사용되

고, 또한 거울(2)은 선형 편광 선택 거울, 예를 들어 각 층이 선택된 파장(또는 스펙트럼에 대한 평균값)의 1/4 의 광학적

두께를 갖고, 이 층은 선택된 굴절지수를 갖는 유전층 스택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와이어 그리드 편광체(얇은 전도성 와이

어 그리드)라 불리는 것을 사용하고, 상기 편광체는 편광에 대해서 투과성이 있고, 직교 편광에 대해서 반사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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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과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제1플레인에 실질적으로 수직축에 대해 서로에 대해서 회전할 수 있는 경우, 투과지수는

조절된 광의 편광(방향)과 거울(2)이 통과하는 광의 편광축 간의 각에 달려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의해서 방출된 편광

광의 투과 지수는 가변적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원한다면, 디스플레이에서 상은 거울을 단순히 회전하여 흐릿하게 될 수

있거나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정한 용도로, 이것은 심지어 거울 용도로 반사된 상에 대한 높은 콘트라스트(contrast)의 디스플레이된

정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 (O)LED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에서 광을 편광하는데에 바람직할 수 있다.

도 3은 액정 디스플레이(11)가 사용되는 본 발명에 따라 거울의 부분을 도시하고, 광학적 요소(12) viz인 1/2λ플레이트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1/2λ플레이트는 선형 편광 선택거울(2)과 편광체 또는 선형 편광 거울(16) 사이에 위치한다. 필요

할 경우, 상기 디바이스는 반사경(reflector)(13)이 제공될 수 있다.

도 4는 이 거울의 작동 원리를 도시한다. 상기 디스플레이(11)는 직접적으로 또는 광이 편광체 또는 선형 편광 거울(16)을

통과하게 하여 제1의 편광 방향(15')의 선형 편광 광(15)을 방출한다. 거울(2)(16)의 편광 방향은 90°의 각이 된다.

입사한 광(20)은 거울(2)(화살표 21)상에 부분적으로 반사한다(편광방향, 예를 들어 20'로 표시함). 변환가능한 하프-람다

플레이트(half-lamda plate)(12)가 "오프(off)"(도 4의 a) 또는 "비활성"이라면, 잔여부분(다른 평광방향, 이 예에서 20''로

표시함)은 상기 변환가능한 하프-람다 플레이트(12)를 통과하고, 선형 편광거울(16)상에 반사된다. 반사된 다음에, 편광

방향(20'')을 갖는 반사된 광은 변환가능한 하프-람다 플레이트(12)를 통과하고, 다시 선형 편광 선택 거울(2)(화살표 22)

을 통과한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입사 광은 반사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로부터 편광 방향(15')의 편광된 광은 선형 편광 거울(16)과 선형 편광 선택 거울(2)과 변환가

능한 하프-람다 플레이트(12)를 통과하지만, 이것은 상기 선형 편광 선택 거울(2)에 의해서 차단된다.

하프-람다 플레이트(12)가 "온(on)"(도 4의 b) 또는 "활성"인 경우, 변환가능한 하프-람다 플레이트(12)가 양쪽 거울(2)

(16)사이의 디스플레이 광의 편광 방향(15'')에서 다른 편광 방향(15')으로 회전하여 투명스택이 발광 디스플레이광에 투

명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입사 광(20)의 편광 방향(20')은 변환가능한 하프-람다 플레이트(12)를 통과하고, 액정 디스

플레이(11)에 의해서 반사되지 않는다. 20''으로 표시한 다른 편광 방향은 선형 편광 거울(16)에 의해 반사되고(20''으로 표

시), 그 다음에 변환가능한 하프-람다 플레이트(12)와 선형 편광 선택 거울(2)(화살표 23)을 통과한다. 상기 디바이스는

(하프-람다 플레이트 "온", 이 예에서 발광에 투명한)디스플레이 상태와 모든 입사 광을 반사하는 거울 상태(하프-람다 플

레이트 "오프")사이를 변환할 수 있다.

변환가능한 하프-람다 플레이트는 예를 들어 역평행 마찰된 배향층을 갖는 표준 평면 LCD 셀을 이용하여 공지된 LCD 기

술로 실현되고, 광학 지연(optical retardation)d.Δn이 약 200∼450㎚가 되도록 액정으로 충진된다. 또한, 수직 배향 LC

셀은 변환 방향에 대해서 임의의 사전배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높은 복굴절성 LC 혼합물은 전압조정을 지

연에 적용하면서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변환가능한 LCD 셀 기판은 전극들과 배향층이 제공되고, 배향의 방향은 서로 90°를 이룬다. 액정의

두께와 복굴절의 가시광의 파장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반파(half wave) 함수를 이루는 Gooch와 Tary 곡선의 최소한으

로 불리어지는데에 있을 경우, 소위 트위스티드 네마틱(twisted nematic:NT)모드는 특히 유리하다.

또한 관찰하는 각에 대한 효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추가의 막(film)은 이용될 수 있다. 종종 변환가능한 지연제

(switchable retarder)가 반사성 편광체와 제2의 반사성 편광체 사이에 들어올 때, 초기 중성색의 상(neutrally colored

image)은 넓은 관찰 각에서 어떠한 색을 첨가할 것이다. 이 효과는 액정물질의 각 의존성 복굴절의 표현으로 이해되고, 마

이너스 C-플레이트 또는 기울어진 지연층과 같은 부가적 지연층에 의해서 보충된다.

이러한 점에서, 또한 플레인 스위칭(Plane Switching :IPS) 모드가 이용될 수 있고, "오프"상태 LC 분자(modules)는 (지연

없는)편광체에 평행하며, "온"상태에서, LC 분자는 (하프 람다 플레이트)편광체에 45°로 배향된다.

도 5는 반사를 감소시키기에 적당한 추가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현재 변환 가능한 광학적 요소는 편광 거울의 관찰 측에서

제공된 변환가능한 편광필터(14)이다. 상기 디스플레이(11)는 제1의 편광방향(15')의 선형 편광된 광(15)을 방출한다. 필

터(14)의 편광 방향과 편광 거울(2)의 편광 방향은 동일하다(15'). 편광 필터(14)의 상태와 별개로, 디스플레이 스택에서의

발광은 투과되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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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광(20)은 부분적으로(한 편광 방향, 이러한 예는 20''에 표시함) 변환가능한 편광필터(14)를 통과한다. 변환가능한 편

광필터(14)는 광의 이러한 부분에서 "오프"(도 5의 a)인 경우, 20''으로 표시한 것은 선형 편광 선택 거울(2)상에 서 반사된

다. 반사(화살표 21)된 후에, 편광방향(20'')을 갖는 반사 광은 다시 변화가능한 편광 필터(14)(화살표 22)를 통과한다. (편

광 방향 20'를 갖는)광의 다른 부분은 거울(2)을 통해서 투과되고,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의 부피로 흡수된다. 결과적으로,

약 입사각의 반은 반사된다.

상기 편광 필터(14)가 "온"(도 5의 b)일 경우, 여기서 이것은 도 5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통과하고, 거울(2)에서 반사되

는 편광 방향(20'')을 갖는 광을 흡수한다. 다른 성분(20')는 거울(2)을 통과하고, 다시 디스플레이에서 흡수된다. 결과적으

로, 입사 광은 반사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스택은 반사를 억제하는 디스플레이 상태(필터"온")와 (부분적으로)입사 광을

반사하는 거울 상태(필터"오프") 사이에서 변환될 수 있다.

변환가능한 편광체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들이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편광체는 수동성 선형 편광체에 내장형(built-

up)과, 도 4에 도시한 변환가능한 하프-람다 플레이트(12)와 선형 편광거울(16)의 결합과 유사한 변환 가능한 하프 람다

지연제가 있다.

또 다른 변환가능한 편광체는 게스트-호스트 시스템으로 불려지는 것에 의해 제공된다.: 이색(dichroic) 염료 분자는 네마

틱(nematic) 액정층 또는 키랄 네마틱 (chiral nematic)액정층에 용해된다. 상기 염료 분자(Guest)는 LC 분자(Host)의 존

재에 의해 배향된다. 전기장을 층에 가하는 것은 LC 분자를 재배향하고, 염료 분자는 이 재배향을 따라간다. 이러한 스택

은 편광 광을 흡수하거나 투명하게 된다. 액정 혼합물에 첨가할 수 있는 임의의 적합한 염료는 도 6에 도시되어 있다.

도 4 및 5의 실시예에서, 상기 변환가능한 광학 요소{편광 필터 14, 하프-람다 플레이트(12)}가 "오프"일 경우, 전력을 필

요하지 않으며, 입사광의 전반사를 일으킨다(광이 투과되지 않고, 에너지를 축적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자

체는 "오프"이다.) "디스플레이 상태"에서 상기 변화가능한 광학적 요소, 편광필터(14), 1/λ플레이트가 온, 모든 입사 광을

억제하면서 디스플레이로부터 모든 광을 통과하게 한다.

도 7에 나타낸 문제점은 도 5의 디바이스가 하프-람다 플레이트 또는 게스트-호스트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변환가능한 편

광체와 같은 것을 이용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구성분은 비등방적으로 배향된 LC 분자(25)를 기본으로 하며, 벽(26)(27)

에 배향으로 인해 배향 특성은 배향 조건과 전압 등에 따라서 특정방향(28)에 대한 각의 선호도가 있는 LCD과 유사하다.

이러한 각의 여하로 인하여 관찰자(29)는 디스플레이를 방사하는 것 대신에 거울에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다른 관찰자(29')

는 디스플레이를 보고, 거울을 보지 않는다.

또한 더 작은 정도로 이것은 LCD 기술로 실현된 변환가능한 하프 람다 플레이트로 인하여 도 3의 디바이스에서 발생한다.

본 발명에 따라 LC 분자 배향 위의 배향층에서 도메인을 형성하는 것은 다층 도메인 구조(패턴화된 구조)를 제공한다. 다

층 도메인 구조를 얻기 위한 방법은 LCD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기술을 포함하고, 마스크 노출 사용에 의한 a.o. 광 배향

층과 여러 마찰 공정간에 리소그라피(lithography)와 결합하는 마찰을 포함한다.

이 결과는 도 8에 도시되어 있고, 도 8은 결합된 서로 다른 관찰방향(28)(28')에 대해 최적화된 배향으로 두 개 이상의 도

메인을 갖는 디바이스를 도시한다. 양쪽 모두의 관찰자(29)(29')는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보고 거울은 보지 않는다. 원칙상,

배향에 있어서 차이는 화소 수준에 달려 있다. 또한 2이상, 예를 들어 네 개 배향 방향도 가능하다.

또 다른 이점은 특히 게스트-호스트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변환가능한 편광체를 이용할 경우에 바람직하지 않는 반사의

감소이며, 이것은 특히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사용되었을 경우이다. 편광 필터(14){또는 하프-람다 플레이트(12)에서}상

에서 다층 도메인 구조 30a, 30b를 도입하여, 염료 분자(31)는 염료 분자가 기울어진 입사광의 상당한 부분을 흡수하도록

배행된다(도 8의 a 참조). 광선(32)은 도메인 30b의 방향(33)을 따라 배향된 분자(31)에 의해 감소된다. 유사한 방법으로,

광선(34){거울(2)}를 통과한 후에 광선(32)의 반사된 부분이다)는 도메인 30a의 방향(35)을 따라 배향된 분자(31)에 의해

감소된다. 단일의 도메인에서, 도 7의 광선(34)의 형상은 도메인 30a의 방향(35)을 따라 배향된 분자(31)에 평행하거나 거

의 평행할 수 있고, 더 이상의 감소를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층의 도메인 게스트-호스트 시스템은 관찰방향(화살표36)보다 다른 임의의 방향에서 이러한 반사를 감소시

킨다. 그러므로 게스트-호스트 시스템 상에서 다층의 도메인은 개선된 콘트라스트에 극적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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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모드에서(도 8의 b 참조), 게스트 호스트 시스템은 관찰방향에 평행하는 염료 분자를 배향하여 비활성 상태로 만들어

지고, 최적의 거울 상(화살표 37)이 된다. 상기 배향은 정상 LCD 디스플레이에서 다층 도메인의 상태와 유사하고 다층 도

메인 상태는 거의 손실된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거울(2)은 편광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도 2에서 제2의 편광

체(9)(또는 감광자)는 원한다면 제거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유리 플레이트(4)와 거울(2)은 일정한 용도로 바뀔 수 있다.

백리트(backlit) 투과성 액정 디스플레이가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반사성 액정 디스플레이의 용도는 제외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언급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O)LED로부터의 광은 편광될수 있거나 이것은 거울 용도로 반사된 상에 대해

서 높은 콘트라스트의 디스플레이된 정보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디스플레이 효과를 이용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서론 부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개 이상의 디스플레이가 거울에서 일체화될 수 있는 반면, 다른 많은 용도 영역은

(백밀러, 페팅룸 등)이 생각될 수 있다. 어떠한 용도에서, 매트릭스 폼이 사용된다면, 충분한 구동 회로로, 거울 상태와 디

스플레이 상태 간의 변환이 국부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이것과는 별개로, 일정요소는 예를 들어 거울(2)과 변환가능한 하프-람다 플레이트(12)의 결합체로 결합될 수 있고, 또는

변환가능한 편광체(14)가 생각될 수 있다.

본 발명은 각기 모두 신규한 특징적인 특징과 각기 모두 특징적인 특징의 결합이 존재한다. 청구항에서 참조번호는 이들의

보호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동사"포함하는"의 사용과 이의 결합은 청구항에서 기재하는 것과 다른 요소의 존재를 제외하

지 않는다. 선행하는 요소에서 관사 "a"와 "an"의 사용은 다수개의 그러한 요소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관찰용 편광 거울(1)로서,

제1종의 편광(20')광을 관찰자 측에 반사하는 제1플레인(1)을 구비하고, 상기 거울은 제2종의 편광(20'')광을 통과시키고

비관찰자 측에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5)가 제공되며, 상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사용시에 제2종의 편광 광을 제공하

고, 관찰자 측에서 편광거울은 두 개의 광학상태 사이를 변환할 수 있는 편광 수단(14)을 가지는 관찰용 편광 거울에 있어

서,

두 개의 기판(26, 27)사이의 액정층(7), 상기 기판의 적어도 하나는 적어도 두 개의 배향 방향에서 광학 상태들 중 하나 동

안 배향 액정 분자(25)를 배향수단으로 갖는,

관찰용 편광 거울.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화소(picture element)에 관련되는 각 영역의 기판은 서로 다른 배향 방향을 갖

는 도메인(30)을 갖는,

관찰용 편광 거울.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기판 사이에 있는 액정층은 염료(31)를 포함하는,

공개특허 10-2006-0098429

- 6 -



관찰용 편광 거울.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가능한 편광 수단은 패턴화된 1/2λ지연기와 편광체를 포함하는,

관찰용 편광 거울.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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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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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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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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