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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동차 계기 허상 디스플레이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자동차 계기 허상 디스플레이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특징을  실시하고  자동차의  계기판에  설치된  시스템을  도시한  허상  디스플레이 시
스템의 수직 단면도이고,

제2도는  부분적으로  절단하고  실제로  라인  2-2를  따라  절취하여  도시한  제1도의  시스템의 단면도이
며,

제3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전형적인 계기 글루스터 디스플레이의 정면도이고,

제4도는 수직면의 광선 트레이스를 도시한 제1도의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개략도이며,

제5도는  제2도의  라인  5-5를  따라  절취하여  도시한,  제1도의  시스템에  사용된  착색  LCD  영상  소오스 
및 확산 홀로그램의 단면도의 확대도이고,

제6도는 제1도의 영상 소오스를 형성하는데 사용한 왜곡 곡선의 그래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자동차 계기 허상 디스플레이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광학  디스플레이(optical  display)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자동차내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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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새롭고 개량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생산  라인의  자동차는  전형적으로  조정  핸들(steering  wheel)뒤의  계기판  패널(dashboard 
panel)상에  디스플레이되는  다수의  계기,  지시계(indicaltor)  및  게이지(gauge)를  갖고  있다.  이 계
기들은  보통  속도계,  회전  속도계(tachometer),  클럭(Clock),  주행  거리계(odometer)  및  트립(trip) 
주행  거리계,  유압,  엔진  온도,  연료  레벨  및  밧데리  충전을  위한  여러  가지  보조계기,  및  시스템 
경보  등의  집합체를  포함한다.  구형(older)  차에서의  계기는  종종  가동  지침(moving  needle) 지시계
를  가진  전기-기계  장치이다.  보다  새로운  모델은  종종  백릿  직접  가시  액정  디스플레이(backlit 
direct  view  liquid  crystal  display)또는  자동-조명  진공  형광  디스클레이(self-illuminating 

vacuum flourescent display)를 사용한다.

자동차  내부의  유효한  제한  공간에  의해,  계기  패널은  통상  운전자의  눈과  상당히  근접하게 [예를들
어,  약  2×30.48㎝(2ft)]배치되어  있다.  직접  가시  계기를  판독하기  위해,  운전자는  도로  전진(road 
ahead)을  보기  위해  사용한  원거리  시야(far  range  viewing)(실제로  무한)로부터  계기를  보기  위해 
사용한  근거리  시야까지  눈을  다시  촛점을  맞춘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이것들의  목적을 제
공하나,  특히  계기  판독성  및  운전자  눈의  피로  감소  분야에서  더욱  개량해야  하는  욕구가  계속 있
어 왔다.

한  외국  자동차  제조업자는  실치수(full-size)  진공  형광  계기  디스플레이  아래의  계기판  패널  상에 
평면상  절첩  밀러(flat  folding  mirror)를  장착함으로써  통상의  계기판  패널  위치  약간  위에  가시 
거리를  갖는  개량된  계기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시도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만족
스럽지 못했고 상당한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계기판의  표면  위에  [예를들어,  약  1×30.48㎝(1ft)이상]  및  운전자의  통상  가시  위치로부터  상당한 
거리  [예를들어,  약  4×30.48㎝(4ft)이상]에  계기  클루스터(cluster)  영상을  양호하게 발생시킴으로
써,  특히,  노인  및  원시(far  sighted)  또는  피로한  복초점(wear  bifocal)인  사람을  위해,  운전자 눈
의  피로를  최소화  시키기고  계기  판독성을  향상시키는  자동차  계기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시스템은  현재  종래의  계기판  계기  패널에  의해  점유되는  기존의  공간/체적  내에 적합하도
록  구성되고,  종래의  직접  가시  계기  클루스터와  유사한  디스플레이  포맷(format)  및  시각(viewing 
angle) 상태를 제공하며, 모든 주위 광선 상태 하에 안락한 선명도(visibility) 및 양해도
(legibility)를  갖는  디스플레이  영상을  제공하고,  종래의  직접  가시  계기  클루스터와  비교될만한 
가격으로  대량-생상할  수  있으며,  구조가  간단하고,  자동차  전기  시스템과  호환가능한  전기 인터페
이스(interface)를  갖고  있으며,  특히  영상화질,  불균형(disparity)  및  색상에  관해  양호한  광학 특
성을 제공한다.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시에는 다수의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예를들어,  전형적인  자동차  분위기에서  생기에  되는  기하학적인  상태에  의해  광학적인  복잡성이 야
기된다.  예를들어,  운전자의  머리  및  눈은  통상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  운동 박스
(box)  또는  아이립스(eyellipse)로서  공지된  타원  시야  영역을  통해  운동한다.  또한  운전자는 상이
한 앉은 자세 길이를 갖고 있어 상이한 좌석 높이 및 위치 조정을 하는 것이 양호하다. 계기 패널로
부터  약  30.5×2.54㎝(30.5˝)에  중심잡힌 약(8×2.54㎝H)×(5×2.54㎝V)×(10×2.54㎝D)(8˝H×5˝
V×10˝D)의  아이립스는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전형적인  계기  패널  시각[즉, 아이
립스로부터  계기  패널을  보기  위해  사용된  시선(line-of-sight)]은  수평선  아래로  약  19°이고 대각
(angular subtense)(즉, 전체 계기 디스플레이를 보기 위해 사용된 주사량)은 약 24°H×6°V이다.

수직  불균형이나  경사(dipvergence)의  문제점에  의해  부수적인  복잡성이  야기된다.  물체  필드가 광
학  시스템을  통해  보여질  때,  각각의  눈은  전형적으로  다소  상이한  장면을  보게  된다.  수직 불균형
은  각각의  눈에  의해  보여진  바와같은  물체점의  수직  축을  따른  차이이다.  수직  불균형은  운전자의 
시야  안락성과  관계가  있다.  수직  불균형을  제한하는  운전자의  허용  공차(tolerance)는  디스플레이 
광학계의  복잡성에  영향을  준다.  계기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안락성에  상응하나  디스플레이 
광학계를 복잡하게 하지 않는 레벨에 대한 수직 불균형을 감소시킨다.

대부분의 자동차에 나타나는 밝은 주위 광선 상태에 의해 또  다른 복잡성이 야기된다.  주위 광선 직
접적인  태양  광선,  및  운전자의  눈에  비칠  수  있고  디스플레이  선명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주위 물
체로부터의  거울의  반사를  포함한다.  약  3,000×2.54㎝-Lambert  [3,000foot-Lambert(fL)]의 전형적
인  수평  공간  휘도(sky  luminance)에  적합한  눈의  순간  동적  범위는  약  600:1정도이다.  그러므로, 
이  눈에  대한  블랙(black)레벨은  약  5fL,  및  거의  블랙으로  보이는  5fL  미만의  휘도  레벨에서의 모
든  자극이다.  그러므로,  무전송  손실  및  무잡음일지라도(즉,  주위  광선이,  디스플레이  상에 부딪치
고  디스플레이로부터  반사되더라도),  가시라인/그래픽  영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당한  것으로 간주
되는  2:1콘트라스트(contrast)를  제공하기  위해  계기  디스플레이의  밝은  심볼(symbol)에  바람직한 
휘도는 약 10fL로 된다. 이 밝기는 자동차에서 유용한 전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계기의  균일한  고(high)  콘트라스트  및  균일한  밝은  영상은  또한  이  밝은  주위  광선  상태에서도 바
람직하다.  그런,  가시  영역을  가로지르는  광선을  확산시키기  위한  종래의  2가지  방법,  즉,  불투명한 
람베르티안(rambertian)  확산  및  고이득  백릿  확산은,  소정의  상태에서  불만족하게  될  수  있다. 람
베르티안  확산의  경우에,  광선은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산된다.  광학  시스템이  눈  운동  박스 내
로  유도된  작은  각  원뿔(cone)내에서만의  확산  광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원뿔  외부의  방사선은 
밝은  배경  레벨을  야기하고  콘트라스트  비를  감소시키는  표유  광선(stray  light)으로  된다.  고이득 
백릿  확산  스크린은  보다  좁은  각의  원뿔  내로  광선을  산란시키므로,  유효한  광학  효과를 개량시키
거나,  가시  영역  위의  최종적인  디스플레이  균일성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은  눈의 
운동 박스의 연부에서의 휘도를 바람직하지 않게 드롭-오프(drop-off)시킬 수 있다.

부수적인  복잡성은  자동차  내부의  일반적인  스타일링(styling)과  조화시키고  고객의  구미를 충족시
키고(acceptance) 및 매력(appeal)을 갖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욕구로부터 
야기된다.  이  점에  관해서,  시스템은  종래의  직접  가시  계기  디스플레이에  의해  현재  점유되는 기존
의  계기판  공간  내에  적합하도록  팩키지되고,  합당한  가격으로  대량-생산되며,  다색  영상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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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상이  해석하기  어렵지  않고  또한  미적으로  보기  싫지도  않도록  안정도,  드리프트(drift), 잠
재력(latecny) 및 잔존율(persistence)을 갖고 있는 영상 소오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발명은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량된 계기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필요성을 만족시킨다.

[발명의 요약]

간단히,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운전자와  디스플레이  사이에  실제의  광학  경로  길이보다  상당히  긴 
가시  거리에서  계기  클루스터의  확대  영상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용  허상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제공하
여서,  도로  전진을  보고  계기를  보는  경우에,  계기  판독성을  향상하고  운전자  눈의  피로를 최소화시
키며  눈의  촛점  문제를  감소시킨다.  어두운  터널이  나타나는  보다  깊은  곳에  계기  영상을 광학적으
로  배치하고,  강한  주위  광선에  대해  유효한  차폐(shielding)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선명도를  개량시키고,  전형적인  주위  배경  레벨에  대해  고  콘트라스트의  샤프(sharp)하고  만족한 다
색  계기  디스플레이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계기판의  계기  패널  영역에  유용하고  합당한  가격으로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  구조  및  설계가  상당히  간단하  조밀(tight)  공간  내에  적합하도록  상당히 작
고, 얇으며 컴팩트(compact)하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반드시  제한적이지는  않지만  예로서,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공칭  눈의  위치로부터  약4×30.48  내지  12×30.48㎝(4  내지  12ft)의  거리에서  계기판  패널  영역의 
일반적인  방향으로  계기  디스플레이의  확대된  허상을  발생시키기  위해,  전력을  갖는  오프-축 밀러
(off-aixs  millor)와  같은  비구면(aspherical)  광학  소자를  포함하는  광학  영상  배열을  사용한다. 
광학  전력은  시스템  내의  디스플레이  영상  소오스  및  그외의  다른  광학  부품의  위치를  제함시키고 
시스템  내의  광  경로  길이를  제한  시킬  수  있는  자동차  설계  제한에  불구하고  바람직한  눈-대-영상 
거리를  달성한다.  밀러의  비구면  표면은  수차(aberration)를  최소화시키고,  운전자의  눈들  사이의 
수직  불균형을  허용가능한  레벨을  감소시키며,  필드  만곡부(curvature)를  감소시키고,  모두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광학  설계로  된  밀러와  영상  소오스  사이의  광경로  길이를  단축시킴으로써  시스템의 
콤펙트화를 증진시키도록 컴퓨터로 최적하게 된다.

비구면  밀러는  사출  성형된(injection-molded)비구면  플라스틱  기판  상에  간단한  금속  반사 피복물
(coating)을  제공함으로써  양호하게  발생된다.  광학  시스템의  전체  길이는  감소되고,  광학계는 비-
동공(non-pupil)  형태로  밀러를  사용함으로써  간단해진다.  단일  비구면  표면이  전체  광학 시스템으
로서 사용될 때, 색 수차는 상당히 감소되거나 제거되고, 특히 샤프한 색 영상이 발생된다.

본  발명의  특징을  실시한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종래의  직접  가시계기  디스플레잉  기존의  대각보다 
작은  디스플레이  시야(field-of-view)를  제공하기  위해  “겉보기  크기(apparent  size)”효과의 장점
을 갖는다.  이  시야 감소는 시스템 크기를 감소시키므로 자동차 내의 유효한 제한 공간 내로의 설치
가  용이하다.  감소된  시스템  크기는  또한  다른  계기  또는  제어  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
는 계기판 패널 공간에서 자유로워 진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오프-축  광학  시스템내의  왜곡(distortion)을  보상하기  위해 미리-왜곡
(pre-distort)되고  물체장면(scene)의  직선  허상을  제공하는  수동  영상  소오스를  사용한다. 세그먼
트된  액정(liquild  crystal)  디스플레이(“LCD”)는  상당히  얇은  패널,  고해상도(high  resolution), 
고신뢰도  및  저전력  소모를  갖기  때문에,  양호한  수동  영상  소오스이다.  Lcd  영상  소오스내의 색상
은 적당한 색 필터에 의해 발생한다.

시스템  내의  광학전력을  사용함으로써,  바람직한  영상  크기가  초소형  영상  소오스로써  얻어질  수 있
다. 표면 영역이 감소되기 때문에, 초소형 LCD 소오스에 의하면 특히 가격이 저렴해진다.

LCD패널은  음영  효과(shadow  effect)를  피하기  위해  후광(backlight)된다.  조명은  원거리  위치에 배
치된  상당히  저렴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작은  필라멘트  백열등(filament  incandescent  lamp)에  의해 
제공된다.  광섬유  다발(fiber  optic  bundle)은  LCD  패널에  광선을  파이프를  통해  운반한다.  이 원거
리  조명  구조는  고장의  경우  전구(bulb)의  교체를  용이하게  하고,  영상  소오스에  의해  점유된 영역
내의  열  축적(heat  build-up)을  감소시킨다.  광섬유  다발은  LCD  패널  어셈블리  후방의  간격을  두고 
배치된 다수의 단부(end)내로 분할 된다.  이  단부들은 더  근접한 조명 거리 내의 LCD를  가로질러 특
히 고도의 조명 균질성(uniformity)을 촉진하도록 패널 어셈블리를 개별적으로 조명한다.

방향성  확산  스크린  소자는  전체  시계에  걸쳐  균일한  고휘도  및  균일한  콘트라스트를  제공하도록 조
명 광선을 확산시키고 조명 광학 기구 및  영상 소오스 사이에 배치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서,  광섬유  다발의  각각의  단부로부터의  광선은  LCD  패널  어셈블리를  향해  보내져서,  어셈블리의 후
방으로  조명되는  전송  확산  홀로그램(hologram)에  의해  확산된다.  홀로그램의  고효율  및  각  제한 특
성은 LCD 패널로부터의 확산 광선이 균일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비구면 밀러의 입구 개구
(aperture)내로  보내지게  하여,  특히  밝은  영상  디스플레이를  발생시킨다.  밤이나  낮의  밝은  주위 
광선  상태에서  유효한  디스클레이  표시를  하기에  충분한  영상  밝기를  발생시키도록  램프로부터의 광
선을,  광섬유  다발의  개구  내로  집광하여  촛점을  맞추기  위해  적당한  조준(collimating)  및 집광
(condensing) 광학계가 사용된다.

확산 스크린은 또한 가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직 불균형,  잔여  왜곡,  수평  촛점 및  영상 운
동과  같은  소정의  광학적  수차의  가시  충격(visual  impact)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시 영역의 연부 주위의 광선 세기를 감소시킨다.  가시 영역에 걸쳐 확산 스크린의 세기 분포를 조
정함으로써,  비-동공  형성  시스템은  이러한  시스템의  고유  제한없이  동공  형성  시스템의  소정의 바
람직한 광학 특성을 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만곡되고  경사진  플라스틱  섬광(glare)  차폐물이  시스템  광학계  및 
LCD  패널을  보호하기  위해  구면  밀러  뒤에  부가된다.  섬광  차폐물의  곡률(curvature)  및  각도는 눈
운동  박스내로부터의  주위  반사가  섬광  차폐물의  전방  표면  이외에  검은  표면  상으로  영상 소오스로
부터 떨어져서 집속되도록 선택 되므로, 허상 디스플레이의 고콘트라스트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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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특징 및 장점은 본 발명의 특징을 예로서 도시한 첨부한 도면과 비교하여 다음의 상
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히 알게 된다.

[양호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예시할  목적의  도면들에,  특히  제1도  내지  제4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조정  핸들(14) 후방
의  자동차의  계기판(12)에  장착되고,  운전자(22)가  아래를  보고  광선(26)으로  개략적으로  도시된 방
법으로  계기판  패널  영역(24)를  가로질러  스캔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위치에서  눈  운동 박스(20)으
로부터  볼  수  있는  주  계기  클루스터(18,  제3도)의  허상(16,  제4도)을  발생시키는, 참조번호(10)으
로 표시된 광학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사용된다.

다수의  전기-계기  게이지  또는  백릿  직접  가시  액정  디스플레이(도시하지  않음)로  구성된  종래의 직
접  가시  계기  어셈블리(28)은,  자동차의  계기판  패널  영역(24)의  크기  형태  및  위치를  일반적인 방
법으로  비교하여  도시하도록  제1도에  가상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특징을  실시하는 시스템
(10)이  계기판  패널  영역(24)에  유용한  조밀  공간  내로  팩키지되도록  상당힝  경량(lightweight)이고 
컴팩트  [예를들어,  전형적으로  약(10×2.54㎝W)×(6×2.54㎝H)×(8×2.54㎝D)(10˝×6H˝×8˝D)  및 

중량 및 2-3㎏]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제3도를 참조하면, 광학 디스플레이 시스템(10)에 의해 발생된 전형적인 계기 디스플레 포맷
(format)은  종래의  직접  가시  계기  디스플레이  포맷과  유사하며,  클루스터  형태로  배열된 속도계
(32),  회전  속도계(34),  클럭(36),  주행거리계(38),  트립  주행  거리계(40),  유압  게이지(42),  엔진 
온도  게이지(44),  연로  게이지(46),  밧데리  충전  게이지(48),  및  집합  시스템  경보  등(50)을 포함한
다.  운전시에  이  계기들을  판독하기  위해,  운전자(22)는  바람막이(52,  제1도)를  통해  보는  도로의 
가시로부터  계기판  패널  영역(24)의  방향으로  보는  계기  클루스터(18)의  가시까지  순간적으로  눈을 
재유도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광학  디스플레이  시스템(10)은  운전자(22)의  눈과  시스템(10)의  물리적  위치 사
이의  실제  광  경로  길이보다  상당히  큰  가시  거리에서  계기  클루스터(18)의  허상(16)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계기  판독성을  향상시키고,  운전자  눈의  피로를  최소화시키며,  운전자(22)가  도로  전진을 보
고  계기  클루스터(18)을  보는  사이를  전이하는  경우에  눈의  촛점  문제점을  감소시킨다.  이  개선점은 
눈의 촛점 능력이 감소된 노인,  및  원시 또는 피로한 복촛점이고 근접한 물체에 대해 명료한 가시를 
얻도록하기  위해  머리를  뒤로  제끼거나  머리를  위로  기울여야  하는  사람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어두운  터널이  나타나는  보다  깊은  곳에  계기  클루스터를  광학적으로  배치하고,  강한  주위  광선에 
대해  유효한  차폐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10)은  디스플레이  선명도를  개량시키고,  전형적인  주위 
배경  레벨에  대해  고콘트라스트의  샤프하고  만족한다색계기  표시를  제공한다.  시스템(10)은  구조  및 
설계가 간단하고 합당한 가격으로 대량-생산될 수 있다.

제4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특징을  결합한  디스플레일  시스템(10)의  양호한  실시예는  바람직한 계
기  클루스터(18)의  물체  장면  디스플레이를  발생시키는  초소형  영상  소오스(54),  영상  소오스(54)를 
조명하는  조명  시스템(56),  및  전력을  가진  오프-축  비구면  밀러(58)과  같은  광학  영상  소자로 구성
되는데,  이  광학  영상  소자를  영상  소오스(54)로부터의  광선을  운전자  눈  운동  박스(20)내로 이탈시
키고  계기판  패널(24)  너머의  상당한  거리  [예를들어,  약  30.48㎝(1ft)이상]  및  눈  운동 박스(20)내
의  운전자  정상  시야  위치로부터  상당한  거리  [약  4×30.48㎝(4ft)이상]에서  소오스(54)에  의해 디
스플레이된  계기  클루스터(18)의  확대  허상(16)을  발생시키도록  광선을  집속시킨다.  광학  전력은 시
스템(10)내의  영상  소오스(54)  및  그외의  다른  광학  부품의  위치를  제한시킬  수  있고 시스템(10)내
의  광  경로  길이를  제한시킬  수  있는  차량  설계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눈-대-영상 거
리를 달성한다.

“겉보기  크기”효과에  따르면,  긴  거리에서의  물체가  보다  밀접한  거리에서의  유사한  물체와 동일
한 시각에 대할 때,  사람은 큰  크기를 보다 먼  물체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계기들은 모두가 운전자
의  눈에  동일한  각으로  대할지라도  물리적으로  계기판  패널(24)에  배치된  동일한  크기의  계기보다 
크게  나타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10)에  의해  발생된  허상(16)에서  보게  된다.  본  발명은  광학적 설
계를  간단히  하기  위해  이  효과의  장점을  취한다.  예를들어,  약  6×30.48㎝(6ft)의  가시  거리에서 
약  3°로  대각하는  허상은  약  2×30.48㎝(2ft)의  가시  거리에  배치된  6°의  직접  가시  디스플레이와 
거의  동일한  크기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허상  디스플레이  시스템(10)의  시야는  계기  디스플레이의 
감지된  시야에  의해,  시스템(10)은  계기판(12)에  유용한  제한  공간내로  보다  용이하게  팩키지될  수 
있고  다른  용도를  위해  계기판(12)내의  공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충분한  눈  운동  박스(20)  위에서  [예를들어,  비원축  오차된(unvignetted) 약(6×2.5㎝H)×
(4×2.5㎝V)(8˝H×4˝V)]볼  수  있는  약  12°H×3°V의  시야를  갖는  허상  디스플레이  시스템(10)은 
적당한  크기의  계기의  허상(16)을  제공한다  수직  평면  내의  계기  클루스터를  절첩하기  위해  단일의 
연속  비구면  밀러(58)을  사용함으로써,  전체  시야는  경로의  방해  또는  제2절첩이  없이  바람직한  눈 
운동  박스(20)내에  도시될  수  있다.  단일  비구면  표면(58)이  전체  광학  영상  시스템으로서  사용될 
때, 색 수차가 상당히 감소되거나 제거되고 시스템(10)은 특히 샤프한 색 영상을 제공한다.

비구면  밀러(58)은  광학  시스템의  설계시에  자유도를  크게  허용하여,  자동차  계기  디플레이용으로 
바람직한  영상  화질  및  물리적  특성을  갖는  시스템(10)을  제공하는  임무(task)를  용이하게  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밀러(58)의  비구면  표면의  형태는  수차를  최소화시키고,  수직  불균형  및 
필드  만곡을  감소시키며,  밀러(58)의  만곡부의  반경을  최소화시키고  상당히  복잡하지  않은  광학적 
설계로  된  밀러(58)과  영상  소오스(54)  사이의  광  경로  길이를  단축시킴으로써  시스템  콤팩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컴퓨터로 최적하게 된다.

광학  시스템의  전제  길이는  더욱  감소되고  광학  시스템은  비-동공  형태로  밀러(58)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간단해진다.  비-동공  형성  광학  시스템은  영상  소오스(54)를  확대시키고  운전자(22)로부터 소
정의  거리에서  허상(16)을  발생시키기  위해  렌즈  그룹,  또는  계기  디스플레이  시스템(10)의  경우에, 
비구면 반사 밀러(58)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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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16)은  밀러(58)에  의해  대각을  이루는  원뿔  내에서  광학적으로  볼  수  있으나,  운전자의  눈이 
최적  가시  원뿔  외부로  이동할  때,  영상(16)의  일부분이  원축오차(즉,  소멸)되기  시작한다. 운전자
(22)가  중앙  원뿔  외부로  더욱  이동하면,  결국  모든  영상이  원축오차될  때까지  영상(16)이  적게 보
이게 될  수  있다.  동공-형성 시스템에 의해,  최적 가시 영역은 더욱 한정되고 허상은 운전자의 눈이 
출구  동공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에  완전히  원축오차된다.  그러나,  이  부가된  성능은  부수적인  광학 
소자  [계전기(relay)  광학계의  형태]  및  경로  길이를  희생시킨다.  비-동공  형성  시스템의  장점은 비
교적  간단하다는  것이다.  시스템의  전체  길이는  일반적으로  부수적인  계전기  광학계를  수용하기 위
해 여분의 길이를 필요로 하는 동공,  형성 시스템의 길이보다 짧다.  수차 보정 및 왜곡 제어의 견지
에서  동공  형성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소정의  장점은,  시스템(10)과  같은  내려다  보는 디스플레이에
서  필수적이  아닌데,  그  이유는  이러한  디스플레이에서의  상이  실세계(real  world)와 중첩(overla
y)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큰  레벨의  왜곡  및  낮은  정확성이  허용가능한  동작을  위해 
허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레벨의 수직 불균형은 비-동공 형성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양호하다.

눈  운동  박스(20)내의  어디에서든지  전체  허상(16)을  보기  위해,  비-동공  형성  시스템(10)내의 밀러
(58)의 크기는 다음 식에 따라 선택된다 :

여기에서,  H는  밀러(58)의  크기  ;  L은  운전자(22)로부터  밀러까지의  거리;  FOV는  디스플레이  시야; 
Y는  비원축오차된 가시를 위해 바람직한 눈 운동 박스 [2.54㎝(1  inch)  단위];  및  R은  영상 거리 영
역 [즉, 눈(22)로부터 허상(16)까지]이다.

자동차의  내부에  사용하려는  시스템의  경우와  같이,  팩키지  크기가  제한되는  경우에,  광학계의 크기
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능한한  관찰자와  근접하게  광학  시스템을  배치시키는  것이  이롭다. 예를들
어,  약  30×2.54㎝(30˝)의  눈-대-패널  거리의  경우에,  12°시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형적인 밀러
(58)은 약 8.5×2.54㎝(8.5˝)폭으로 된다. 24°시야의 경우에, 밀러(58)은 약 14.8×2.54㎝
(14.8inch)폭으로  되는데,  이것은  종래의  계기  어셈블리(28)과  거의  동일한  크기이다.  본  발명의 양
호한  실시예에서,  비구면  밀러(58)은  (주로  기계적  안정도를  위해)약  0.25×2.54㎝(0.25˝)이하의 
두께와 더불어 약(9.0×2.54㎝W)×(5.0×2.54㎝H)(9.0˝W×5.0˝H)로 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비구면  밀러(58)의  중앙(57)은  [중앙  광선(60)으로  제3도에  도시된]  시선 
축을  따라서  측정된  바와같이,  눈  운동  박스(20)으로부터  약  30×2.54㎝(30˝)  및  영상 소오스(54)
의  평면(59)로부터  약  5.6×2.54㎝(5.6˝)에  배치된다.  밀러(58)은  시선축(60)에  대해  약  14.4°의 
오프-축  각(62)로  배향(orient)되어  있고  영상  소오스(54)의  평면(59)는  약  78°의  각(61)로 배향되
어  있다.  밀러(58)의  비구면  표면은  다음의  비구면  표면  방정식을  만족하는  약 14×2.54㎝(14˝)기
본 반경을 갖는다;

여기에서,

X  및  Y는  표면에  접하고  한쌍의  상호  직교축에  의해  정해진  바와같이  비구면  표면을  따른 2.54㎝(1
인치)단위]  샘플링  점이고;  Z는  X,  Y  샘플링  점에서의  비구면  표면에  수직인  축의 [2.54㎝(1인치)단
위]배향이다.

비구면  표면을  따른  샘플링  점에  대한  데이타는  다음  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Z”는 구
면  기본  곡선에  대한  데이타이고,  “Z”는  각각의  X,Y  샘플  점에서의  기본  곡선으로부터  비구면 표
면의 편차(deviation)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비구면  밀러(58)은  자동차  분위기와  일관성  있는  물리적  성질을  가진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또는  소정의  다른  광학  재료로  구성된  복제(replicated)  플라스틱 

13-5

92-001123



밀러이다.  금속  반사  피복물은  양호하게도  사출  성형에  의해  형성된  플라스틱  기판의  제1비구면 표
면에 제공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바람직한  휘도  및  콘트라스트로  바람직한  물체  장면을  디스플레이하고, 
계기판(12)내의  유효  영역내에  팩키지되며,  바람직한  해상도  및  색상을  제공하고,  자동차의  전기 시
스템과  호환성  있는  입력  전력  요구  조건을  상당히  저럼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수동  영상 소오스(5
4)를  사용한다.  부분적으로,  팩키징  및  가격의  특징은  디스플레이  시스템(10)에서  광학  전력의 장점
을  취함으로써  증가된다.  광학  전력은  영상  소오스(54)가  초소형으로  되게,  즉  허상(16)내에서 보여
질 바람직한 계기 디스플레이의 크기보다 작게된다.

액정  디스플레이는  다수의  고객  및  산업  응용분야에서  사용되고,  특히  자동차  디스플레이에 사용하
기에  바람직하다.  이것은  상당히  얇은  패널,  세그먼트(segment)의  스트로크(stroke)의  성질로  인한 
고해상도,  고  신뢰도,  저렴한  가격  및  저전력  소모를  갖는다.  LCD패널의  두께는  상당히  큰 패널[예
를들어,  (5×2.54㎝)×(6×2.54㎝)(5˝×6˝)]의  경우에  약  0.25×2.54㎝(0.25˝)이다.  전형적으로 
약 2-10V  범위의 낮은 구동 전압도 또한 바람직한 특징이다.  LCD는  약 -40℃  내지 ＋85℃의 동작 및 
저장  온도  범위를  갖고  있으나,  스위칭  속도가  저온에서  느려지기  때문에,  디스플리이기  차가운 날
씨에  자동차의  기동  순간  내에  적당히  계속  동작하도록  LCD  영상  소오스에  히터  회로(도시하지 
않음)를 부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수 있다.

세그먼트식  LCD  패널은  특히  종래의  보는  계기  디스플레이  포맷을  제공하도록  세그먼트 디지트
(digit)(64)  및  바  그래픽(bar  graphic,  66)(제3도)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소오스(54)에 사
용하기에  바람직하다.  세그먼트식  LCD는  이동  영상[예를들어,  바그래프를  따라  이동하는  슬라이딩 
지시계(sliding  indicator)]로  되도록  나타나는  것을  발생시키기  위해  정적  조명  소오스로부터의 광
선을 변조시킨다.

예를들어  속도계(32)  및  회전  속도계(34)를  포함하는,  바그래프  디스플레이(66)에  사용된 세그먼트
(68)의  수는  이것을  구동시키기  위해  사용한  디스플레이  및  전자기기(도시하지  않음)의  복잡성을 결
정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경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소형  소오스(54)는  표면  영역이  감소되기 
때문에 특히 저렴하게 된다.

회전  속도계(34)가  9000rpm까지  디스플레이하고  속도계(32)가  200㎞/hr까지  디스플레이하는 예시적
인  계기  클루스터(18)의  경우에,  주분할(major  devision)당  약  3개의  세그먼트(68)(1000rpm  또는 10
㎞/hr)은  허용가능한  해상도를  제공한다.  또한  주행  거리계(38)에  대해  6디지트,  트립  주행 거리계
(40)에  대해  4디지트,  각각의  보조게이트(42-48)에  대해  10개의  소자,  및  클럭(36)의 최좌측(left-
most)디지트에  대해  1개의  소자가  있는  경우에,  총  220개의  세그먼트,  즉  회전  속도계(34)에  대해 
28개의 세그먼트, 속도계(32)에 대해 60개의 세그먼트, 보조 게이지(42-48)에 대해 40개의 
세그먼트,  클럭(36)에  대해  22개의  세그먼트,  및  주행  거리계(38)  및  트립  주행  거리계(40)에  대해 
70개의  세그먼트가  필요하게  된다.  32개의   세그먼트  각각을  구동시킬  수  있는  집적  구동기 회로(도
시하지  않음)를  사용하여  2:1  멀티플렉스  디스플레이  하는  경우에는,  약  12개의  집적회로  칩이  기판 
상에  포함된다.  표시기  등(50)은  LCD의  부분으로  될  필요가  없고,  변화되지  않는  소정의  디스플레이 
부분은  LCD  소자로  되지  않고  디시플레이  면  상에  페이트(paint)된다.  이  예시적인  영상 소오스(5
4)는 약(1.25×2.54㎝H)×(5.0×2.54㎝W)(1.25˝H×5.0˝W)의 크기로 팩키지될 수 있다.

제5도를  참조하면,  영상  소오스(54)에  유용한  트위시트식  압축변형(twisted  pneumatic  variety)의 
전형적인  세그먼트식  LCD  패널(70)은  1쌍의  기판(76  및  78)  사이의  시일(seal,  74)내에  유지되는 능
동  액정층(72)를  포함한다.  공간을  두고  배치된  전극(80)의  패턴은  액정  분자를  정렬하도록 화적적
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처리된 층의 대향 표면(82  및  84)를  따라 배치된다.  전극(80)은  본  기술 분야
에  공지된  방법으로  영상  화소(pixel)를  발생시키도록  선택적으로  동작한다.  이  전체  구조는  한쌍의 
분극기(polarizer, 86 및 88)사이에 샌드위치된다.

색상은  후방  분극기(88)에  부착된  확산  스크린(92)  뒤에  라미네이트(laminate)되거나,  선택적인 실
시예에서(도시하지  않음),  분극기(88)과  확산  스크린(92)  사이에  라미네이트  되는  적당한 색필터
(90)에  의해  발생된다.  적당한  색  필터는  유전  필터  및  척색된(pigmented)  투명  필터를  포함한다. 
다음에  설명되는  양호한  홀로그래픽  확산  스크린(92)와  함께  사용될  때,  색  필터(90)은  확산 스크린
(92)에  의해  회절된(diffracted)색을  통과시키도록  선택된다.  다색  LCD는  상이하게  착색된  영역의 
집합체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스시템(10)에  유용한  다른  형태의  영상  소오는  진공형광  디스플레이,  PLZT  디스플레이, 
초소형  전기-기계  다이알,  및  전기-기계  다이알과  전기-광학  소오스의  하이브리드(hybrid)  결합물을 
포함한다.  돗트  매트릭스(dot  matrix)  디스플레이(LCD-형  또는  VF-형)의  재구성기능한  영상이 바람
직한  경우에  특히  유용한  영상  소오스이다.  콤팩트  디스플레이  팩키지에  감소된  수차  또는  보다 넓
은  시야를  제공하는  본  발명의  선택적인  실시예는  만곡된  영상  표면(도시하지  않음)  및  이  만곡된 
영상  표면의  전방부에  배치된  필드  렌즈/프리즘(도시하지  않음)을  갖고  있는  영상  소오스(54)를 사
용한다.

비구면  밀러(54)가  오프-축  구성에  사용될  때,  허상(16)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영상 소오스(54)
의  형태가  왜곡된다.  기하학적  형태  보정은  이  왜곡을  보상하도록  시스템내로  도입되고, 구동기(2
2)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같이  기하학적으로  보정된  허상(16)을  발생시킨다.  통상적으로,  왜곡은 
허상  소오스(54)의  설계에  의해  보상된다.  특히,  영상  소오스(54)의  그래픽  패턴  설계는  기하학적 
형태  보정과  결합되도록  미리-왜곡된다.  세그먼트식  LCD  영상  소오스의  경우에,  보정은  오프-축 구
성에서의  왜곡을  역평형(counter-balance)시키도록  정형되는  왜곡  곡선에  따라  아트워(artwork)  및 
세그먼트  패턴을  적당히  왜곡시킴으로써  설계가  이루어진다.  세그먼트식  LCD  레이아웃(layout)은 손
님  주문에  따라  구성되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아트웍은  생산  가격을  거의 
또는 전혀 증가시키지 않고 영상의 화질을 거의 또는 전혀 저하시키기 않고서 미리-왜곡될 수 있다.

상기에  기술한  특정  비구면  표면에  대한  왜곡  고선은  제6도에  도시되어  있다.  바람직한  직선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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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은  약(2.364×2.54㎝W)×(0.699×2.54㎝H)(2.364˝W×0.699˝H)의  크기를  갖는  직사각형(94)로 
표시되어  있다.  LCD  영상  소오스(54)의  표면은  중앙점(98)주위의  직사각형(94)  내에  배치된  곡선 그
리트(grid)패턴(96)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드  패턴(96)에  따라  미리-왜곡된  패턴으로  영상 소오스
(54)의  LCD  세그먼트(68)을  배열함으로써,  오프-축  구성에  나타난  왜곡이  보상되고,  소오스(54)에 
의해 발생된 허상(16)은 거의 직선으로 된다.

세그먼트식  LCD패널(70)과  같은  수동(즉,  광선  방출  없는)  영상  소오스(54)의  경우에,  조명은  외부 
조명  시스템(56)에  의해  제공된다.  조명  시스템(56)에  의해  소모된  와트의  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디스플레이는  가능한한  전송되게  형성되어야  하고,  전체  눈  운동  박스(20)에  걸쳐  일정한  고휘도  및 
일정한 콘트라스트를 유지해야 한다.

홀그래픽  확산기는  광선을  산란시키지  않고  회절시킨다.  확산된  모든  조명은  광학  시스템의  인입 동
공내로  균일하게  유도될  수  있고,  회절  각은  광학  구성물에  적합하도록  쉽게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고균일성  및  고이득을  제공한다.  전형적인  자동차  분위기에서  생기는  아이립스  및  눈-대-패널  가시 
거리에  의해,  조명  시스템(56)과  영상  소오스(54)  사이에  배치된  홀로그램  확산  스크린은  조명 광선
을 확산시키고 디스플레이 휘도를 상당히 개량시킨다.

따라서,  다시  제5도를  참조하면,  LCD패널(70)에  부착된  확산  스크린  소자(92)가  전송  홀로그램  확산 
스크린,  특히  전체  명세서가  참고문헌으로서  본  명세서에  결합되고  케테쓰  시.  존슨(Kenneth  C. 
Johnson)에게  허여된  “방향성  확산  스크린”이란  제목의  미합중국  특허  제4,372,639호에  기술된 형
태의  쌍방향  확산  스크린으로  되는  것이  양호하다.  홀로그램은  확산  스크린(92)의  출구  개구가  반사 
밀러(58)의  인입  개구와  일치하도록  기록된다.  그러므로,  전송  홀로그램의  고효율  및  각  특성은 균
일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LCD패널(70)으로부터의  확산  광선을  밀러  개구내로  보낸다.  이렇게  확산 
광선을  집중시키고  유도함으로써,  허상(16)은  바람직한  눈  운동  박스(20)내로부터  보았을  때  전체 
시야에 균일한 고휘도 및 균일한 콘트라스트로 제공된다.

디스플레이  시스템(10)에  특히  유용한  선택적인  확산  스크린은  프로토라이트(Protolyte)에서  제조한 
비구면  렌즈  스크린이다.  렌즈  스크린은  홀로그래픽  확산  스크린의  소정의  바람직한  광학  성질을 갖
고  있으나,  인입  광선의  파장  및  입사각에  거의  민감하지  않다.  영상  소오스  기울기는  렌즈 스크린
이 사용되는 경우에 상당히 감소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홀로그래픽  확산  스크린(92)의  방향성  특성은  가시  영역  연부  근처에  나타날  수  있는  수직  불균형, 
잔여왜곡,  수평  초점  및  영상  운동과  같은  소정  수차의  가시적인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밀러(58)의  인입  개구내로  광선을  접속함으로써,  스크린(92)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시 영역
의  연부에서  광선의  세기를  감소시키므로  구동기(22)에  더욱  허용가능한  소정의  수차를  형성한다. 
가시  영역에  걸쳐  확산  스크린(92)의  세기  분포를  조정함으로써,  비-동공  형성  시스템은  이러한 시
스템의  고유  제한이  없이  동공  형성  시스템의  소정의  바람직한  광학  특성을  달성하도록  형성될  수 
있다.

확산  스크린(92)가  영상  소자로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홀로그램의  화질은  정밀하지  않다. 스크린
(92)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응용분야용으로  고생산률(yideld)  및  저렴한  값으로  제조될  수  있다. 전
송  홀로그램  확산  스크린(92)를  제조하기에  적당한  기술은  전술한  존슨  특허에  기술되어  있다.  다색 
영상  소오스(54)의  경우에,  스크린(92)는  상이한  파장으로  기록되고  이  스크린(92)가  상이한 영역내
의 상이한 색에 응답하도록 각각 배치된 다수의 홀로그램을 포함한다.

조명  시스템(56)은  바람직한  휘도,  색  평형,  및  균일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상  소오스(54)를 조
명한다.

홀로그래픽  확산  스크린(92)에  의해,  작은  필라멘트  백열등  또는  광섬유  다발과  같은  작은  점 광원
을  사용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광섬유  다발(100)은  멀리  배치된 
램프(102)로부터  LCD  패널(70)으로  파이프  조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원거리  배치는  램프(102)가 램
프 고장의 경우에 서비스 또는 대체를 위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택된다.  원거리 배치는 또
한  영상  소오스(54)에  의해  점유된  영역내의  열  축적을  감소시킨다.  한  실시예에서,  램프는 계기판
(12)의 후방 개방 단부(103)에 인접하게 장착된다.

램프(102)로부터의  광선은  적당한  조준  비구면  렌즈(104)  및  적당한  집광  비구면  렌즈(106)에  의해 
광섬유  다발(100)의  개구내로  집속되어  초점이  맞추어진다.  렌즈(104  및  106)사이의  필터(108)은 비
교적  저열허용  공차를  갖는  플라스틱  광섬유를  사용하기에  용이하도록  적외선  파장으로  광선을 여파
한다.  램프(102)의  와트수는  조명이  광섬유  다발(100)과,  조준  및  집광  광학계(104  및  106)을 통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광선 손실 및 감소된 광선 세기를 고려하도록 선택된다.

조명  시스템(56)에  유용한  특히  저렴하고  내구력  있는  램프(102)는  백열등이다.  영상  소오스(54)를 
적당히  조명시키기에  바람직한  조명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자동차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전압 
및 전력 형태와 호환가능한 다수의 변형물이 있다.

광섬유  다발(100)이  LCD  패널(70)으로  광선을  파이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원거리  램프의  경우에는, 
섬유(100)내로의  수집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작은  필라멘트  크기로  된  램프(102)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밸열등의  예는  램프  #1874이다.  이  램프의  공칭  설계  전압은  약  3.7V이고  공칭 
전력  소모는  약  10W이다.  램프는  고조명  출력을  갖고  있으므로,  특히  광섬유  다발  구성에  적당하다. 
제1도에서  도시된  형태의  5/1  집광  광학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램프는  밤에  또는  낮의  밝은  주위 
광선 상태에서 유효한 디스플레이 표시를 하기에 충분한 영상 휘도를 발생시킨다.

영상  소오스(54)가  세그먼트식  LCD패널(70)을  포함할  때,  광섬유  다발(100)의  출구  개구는  백릿 점
등  구조를  제공하도록  배열된다.  후광(backlinghting)은  능동  액정층(72)와  LCD  패널(70)에  고착된 
확산 소자(92) 사이의 갭 거리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음영 효과를 상당히 제거시킨다.

제4도를  참조하면,  광섬유  다발(100)은  백열등(102)로부터  연장되고,  다수의  간격을  두고  배치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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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110)내의  LCD  패널  어셈블리(70)  뒤에서  양호하게  종결된다.  각각의  단부(110)으로부터의  광선은 
패널(70)을  통해  보내져,  전송  홀로그램  확산  소자(92)에  의해  확산되고  색  필터(90)에  의해 여파된
다.  이  방법으로  광섬유  다발(100)을  분할함으로써,  조명의  고  균일도가  근접한  조명거리  내의 패널
(70)을  가로질러  달성된다.  각각  약  2.54㎝(1인치)  떨어진  다수의  단부(110)  내로  섬유(100)을 분할
함으로써,  바람직한  균일성이  단부(100)이  패널(70)으로부터  단지  약  2.54㎝(1˝)떨어진  상태로 달
성된다.

주위  광선  상태에  의해  야기된  원치않은  반사는  디스플레이  시스템(10)내의  광학표면의  적당한  선택 
및 배향에 의해 상당히 감소되거나 최소화된다.

디스플레이  시스템(10)내의  원치  않은  주위  광선의  주  소오스는  운전자(22)  및  자동차의  내부로부터 
떨어진  외부  주위(즉,  태양  및  하늘)의  확산  반사이다.  디스플레이  시스템  하우징(housing)의 적당
한 설계를 통해, 외부 주이에 의한 직접 조명이 상당히 차단될 수 있다.

다시  제1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시선  축에  대해  약  45°의  각으로  배향된 만곡
된  플라스틱  시트(sheet),  섬광  차폐물(112)에  봉입된  디스플레이  시스템(10)을  포함한다. 차폐물
(112)는  디스플레이  하우징의  측면  및  섬광  차폐물(112)  자체이외의  제1표면  반사를  포착한다. 차폐
물(112)는  외부  물체가  광학  시스템내로  하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영상  소오스(54)의  하부와 밀러
(58)의  하부  사이의  평면  내에  장착된다.  차폐물(112)의  만곡률  및  각은,  허상(16)의 고콘트라스트
를  유지하기  위해,  눈  박스  영역(20)으로부터의  소정의  주위  반사가  영상  소오스(54)로부터  광선 포
착부[예를들어,  계기판(12)의  하부  투영(projectiong)  부분(116)의  상부상의  흑색  표면(114)]내로 

보내지도록 선택된다.

섬광  차폐물(112)의  표면  특성은  그  안의  잔여  줄무늬(striae)  또는  결점이  시스템(10)의  광학 성능
에  최소  충격을  주도록  높게  만들어진다.  적당한  섬광  차폐물(112)는  광학적으로  깨끗한  플레이트 
또는  중간  밀도  필터이다.  차폐물(112)는  컬러  CRT  디스플레이용  콘트라스트  중진 면판(faceplate)
으로서  사용하도록  개발된  디디미윰(Didymium)  유리  필터와  같은  콘트라스트  증진  필터  물질로 양호
하게 형성된다.

영상  소오스(54)  이외의  제1표면  반사는  디스플레이  하우징이  내부를  향해  소오스(54)의  표면을 경
사지게  하거나  이에  광대역(broadband)역-반사  피복물질을  제공함으로써  상당히  최소화되거나 제거
된다.  광선  배플(baffle.  도시하지  않음)  및  디스플레이  하우징의  내부  표면  상의  광선  흡수 페인트
도 또한 주위 반사를 더욱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은  자동차  내부에  유용한  스타일링  및  제한된  공간과  호환가능하고, 실
제로  계기판의  표면  뒤에  있는  가시  거리에서  전형적으로  자동차  계기  클루스터의  고  콘트라스트의 
샤프하고  만족한  다색  영상을  발생시키는,  광  전력을  갖는  저렴하고  대량-생산가능한  디스플레이 시
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수의 특정 형태에 대해 예시하고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의 원리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
고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동차  계기(18)용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자동차  내에  장착된  영상  소오스  수단(54),  및 
자동차  내부에  배치된  계기판(12)의  방향으로  보는  상기  자동차의  운전자(22)에  의해  관찰  할  수 있
는  상기  디스플레이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광학  영상  수단(58)을  포함하는  자동차용  허상 디스플
레이  장치(10)에  있어서,  운전자(22)와  계기판(12)  사이의  거리보다  긴  가시  거리에서  디스플레이의 
허상(16)을  발생시키기  위해  광학  영상  수단  내에  비구면  광학  수단(58)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허상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구면 광학 수단이 비구면 밀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비구면  밀러가  비구면  플라스틱  기판상의  금속  반사  피복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허상이 디스플레이의 확대된 영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시  거리가  상기  운전자로부터  약  4×30.48㎝  내지  12×30.48㎝  (4  내지 12
피트)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운전자 위치의 전방에 장착된 계기판(12)를 갖고 있는 자동차용 계기 디스플레이 장치(10)에 
있어서,  자동차  계기(18)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내에  장착된  영상  소오스  수단(54), 
및  운전자의  위치에서  운전자(22)에  의해  상기  계기판(12)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기  디시플레이의 
허상(16)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54)와  상기  운전자  위치  사이에  배치된  비구면 

13-8

92-001123



광학 영상 수단(58)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계기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비구면  광학  영상  수단이  상기  허상내의  수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형되는 비
구면 광학 표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비구면  광학  영상  수단이  상기  허상내의  수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형되는 비
구면 광학 표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비구면  광학  영상  수단이  상기  허상을  관찰하는  상기  운전자의  눈들  사이의 
수직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형되는 비구면광학표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비구면  광학  영상  수단이  상기  허상  내의  필드만곡부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형
되는 비구면 광학 표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비구면 광학 영상 수단이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과 상기 비구면 광학 영상 수
단  사이의  광  경로길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형되는  비구면  광학  표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허상이 상기 디스플레이의 확대된 영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비구면 광학 영사 수단이 광학 배율을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허상이  약  4×30.48㎝  내지  12×30.48㎝  (4  내지  12피트)범위  내의 가시거리
에서 상기 운전자에 의해 관찰될 수 있는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이  상기  비구면  광학  영상  수단  내의  고유  왜곡을  보상하기 
위해 예비-왜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이  초소형  액정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을  조명하기  위해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으로부터  원거리 배
치된 조명 수단,  및  상기 조명 수단으로부터의 광선을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에 보내기 위한 광섬유 
다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을  조명하기  위한  조명  수단,  및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을 
조명하기  상기  조명  수단으로부터  광선을  확산시키기  위해  상기  조명  수단과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 
사이에 배치된 홀로그래픽 확산 스크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비구면  광학영상  수단과  상기  운전자  위치  사이에  배치된  만곡  섬광  차폐물을 
포함하고  상기  섬광  차폐물이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으로부터  떨어져  주위  광선  반사를  보내기  위해 
광학축에 대한 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물체  장면을  제공하기  위한  영상  소오스  수단(54),  및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54)와  눈  운동 박스
(20)의  광  경로  길이보다  긴  가시  거리에서  상기  물체  장면의  확대  허상(16)을  발생시키기  위해 오
프-축각을  통해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54)로부터  상기  눈  운동  박스(20)  내로  광선을  편향시키도록 
배치된  전력을  갖는  비-동공  형성  비구면  밀러(58)을  포함하고,  상기  물체  장면이  상기  오프-축 각
에  의해  생긴  왜곡을  보상하도록  영상  상기  소오스  수단(54)에서  예비-왜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디스플레이 장치(10).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이  세그먼트식  액정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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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이  착색된  액정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이  수동  영상  소오스를  포함하고,  상기  수동  영상  소오스를 
조명하기  위해  상기  수동  영상  소오스로부터  원거리  배치된  조명  수단,  및  상기  조명 수단으로부터
의 광선을 상기 수동 영상 소오스에 보내기 위한 광섬유 다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수동  영상  소오스가  액정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상기  조명  수단이 백열등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수동  영상  소오스가  액정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상기  광섬유  다발이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를 후광시키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광섬유  다발이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를  개별적으로  조명하는  다수의  간격을 
두고 배치된 단부내의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뒤에서 종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  수단으로부터의  광선을  상기  광섬유  다발의  인입  개구  내로  집속하여 
촛점을 맞추기 위해 상기 조명 수단과 상기 다발 사이에 배치된 조준 및 집광 광학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8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이  수동  영상  소오스로  구성되고,  상기  수동  영상  소오스를 
조명하기 위한 조명 수단,  및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을 조명하는 상기 조명 수단으로부터 광선을 확
산시키기  위해  상기  조명  수단과  상기  수동  영상  소오스  사이에  배치된  홀로그래픽  확산  수단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9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으로부터의  광선을  상기  비구면  밀러의  인입  개구  내로 보
개기 위한 홀로그래픽 방향성 확산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홀로그래픽  확산  수단이  전송  홀로그래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31 

운전자 위치에 전방에 장착된 계기판(12)를 갖고 있는 자동차용 허상 디스플레이 장치(10)에 
있어서,  자동차  계기(18)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기  위해  계기판(12)내에  장착된  영상  소오스 수단
(54),  및  운전자  위치에서  운전자(22)에  의해  상기  계기판(12)  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기 디스플
레이의  허상(16)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운전자  위치의  시야  내의  상기  계기판(12)내에  장착된 배
율을 갖는 광학 영상 수단(58)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허상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영상 수단이 비구면 광학 표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을  조명하기  위해  상기  계기판의  개방측면에  인접한  상기 
영상  소오스로부터  원거리에  배치된  조면  수단,  및  상기  조명  수단으로부터의  광선을  상기  영상 소
오스 수단에 보내기 위한 광섬유 다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4 

물체  장면(16)을  제공하기  위한  수동  영상  소오스  수단(54),  상기  수동  영상  소오스  수단(54)를 조
명  하기  위한  조명  수단(56),  상기  물체  장면(16)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광학  영상  수단(58),  및 
상기  수동  영상  소오스  수단(54)를  조명하는  상기  조명  수단(56)으로부터  광선을  확산시키기  위해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54)와  상기  조명  수단(56)  사이에  배치된  홀로그래픽  확산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홀로그래픽  확산  수단이  전송  홀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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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홀로그래픽  확산  수단이  상기  수동  영상  소오스  수단으로부터의  광선을  상기 
광학  영상수단의  인입  개구  내로  보내기  위한  방향성  확산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37 

제34항  있어서,  상기  수동  영상  소오스  수단이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을  포함하고,  상기  홀로그래픽 
확산  수단이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의  후방부  상에  라미네이트된  확산  스크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8 

자동차  계기(18)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내에  장착된  영상  소오스  수단(54),  및  상기 
자동차  내부에  배치된  계기판(12)의  방향으로  보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의해  관찰  할  수  있는  상기 
디스플레이의  영상(16)을  제공하기  위한  광학영상  수단(58)을  포함하는  자동차용  허상  디스플레이 
장치(10)에  있어서,  운전자(22)와  계기판(12)사이의  거리보다  긴  가시  거리에서  디스플레이의  확대 
영상(16)을  발생시키기  위한  상기  광학  영상  수단(58)에서  배율을  갖는  광학  수단(58)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허상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9 

운전자 위치의 전방에 장착된 계기판(12)를 갖고 있는 자동차용 계기 디스플레이 장치(10)에 
있어서,  자동차  계기(18)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자동차  내에  장착된  영상  소오스 수단
(54),  및  상기  운전자의  위치에  배치된  운전자(22)에  의해  계기판(12)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기 
디스플레이의  허상(16)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영상  소오스  수단(54)와  상기  운전자의  위치  사이에 
배치된  배율을  갖는  광학  영상  수단(58)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계기  디스플레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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