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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우안용 영상 표시부(a)와 좌안용 영상 표시부(b)를 가진 필름을 간편하게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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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안용 영상 표시부(a)와 좌안용 영상 표시부(b)가 혼재한 3D 영상을 나타내기 위한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 방법으로서,

투명한 지지재(1)상에 접착제(2)를 통해 위상차필름을 설치하고, 계속해서, 이 위상차 필름의 소정 위치에 레지스트 부재

(4)를 설치한 후, 뜨거운 물에 침지시켜, 건조 후 레지스트 부재(4)측에 표시 부재(5)를 겹쳐 맞추거나 혹은 붙여 맞추는 방

법이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우안용 영상 표시부와 좌안용 영상 표시부가 혼재한 3D 영상을 나타내기 위한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으로서,

투명한 지지재상에 접착제를 통해 위상차 필름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상기 위상차 필름에 우안용 영상표시부와 좌안용 영

상표시부가 형성되도록 상기 위상차 필름의 소정위치에 레지스트 부재를 설치한 후, 뜨거운 물에 침지시켜, 건조 후 레지

스트 부재측에 표시 부재를 겹쳐 맞추거나 혹은 붙여 맞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우안용 영상 표시부와 좌안용 영상 표시부가 혼재한 3D 영상을 나타내기 위한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으로서,

투명한 지지재상에 접착제를 통해 TAC 필름이나 CAB 필름과 같은 복굴절성을 갖지 않은 필름과, 위상차 기능을 가진 연

신 PVA 필름을 적층한 적층 위상차 필름을 상기 복굴절성을 갖지 않은 필름이 접착제측이 되도록 설치하고, 계속해서, 상

기 연신 PVA 필름에 우안용 영상표시부와 좌안용 영상표시부가 형성되도록 상기 연신 PVA 필름의 소정 위치에 레지스트

부재를 설치한 후, 뜨거운 물에 침지시켜, 건조 후 레지스트 부재측에 표시 부재를 겹쳐 맞추거나 혹은 붙여 맞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트 부재는 상기 연신 PVA 필름의 한쪽에서 다른 쪽을 향하는 소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선

형상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트 부재는 상기 연신 PVA 필름상에 스크린인쇄에 의해 설치되는 레지스트 잉

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80∼100℃의 뜨거운 물에 5초∼10 분이내 침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영상 표시

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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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안용 영상 표시부와 좌안용 영상 표시부가 혼재한 3D 영상을 나타내기 위한 3D 영상 표시체 형성용 필름으로서,

투명한 지지재상에 접착제를 통해 TAC 필름과 같은 복굴절성을 갖지 않는 필름과 위상차 기능을 갖는 연신 PVA 필름을

적층한 적층 위상차 필름이 상기 복굴절성을 갖지 않는 필름이 접착제층이 되도록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연신 PVA 필름

의 소정위치에는 우안용 영상 표시부 및 좌안용 영상 표시부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영상 표시체 형성용 필름.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80∼100℃의 뜨거운 물에 5초∼10 분이내 침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

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3D 영상을 나타내기 위한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 및 3D 영상 표시체 형성용 필름에 관한 것이다.

종래로부터, 예를 들면 USP 5,327,285호에 나타낸 바와 같은 3D 영상 장치가 제안되어 있다. 이 3D 영상 장치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액정부재(51)의 표면에 우안용 영상 표시부(a)와 좌안용 영상 표시부(b)가 교대로 병설된 필름(52)을 붙

여 맞춘 것으로, 이 액정 부재(51)의 발광을 컨트롤하여 소정의 영상을 나타낼 때에, 우안용 영상 표시부(a)에서는 우안용

영상을, 또한, 좌안용 영상 표시부(b)에서는 좌안용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안용 영상 표시부(a)로부터의 우안

용 영상을 구성하는 편광의 진동 방향은 좌안용 표시부(b)로부터의 좌안용 영상을 구성하는 편광의 진동방향에 대하여

90°의 각도를 가진 편광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즉, 2 성분(x, y)으로 이루어지는 우안용 영상의 예를 들어 x 성분

은, 마찬가지로 2 성분(x, y)으로 이루어지는 좌안용 영상의 x 성분에 대하여 180°(π)의 위상차를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안용 영상만을 투과하는 편광판 부착 우안용 렌즈와 좌안용 영상만을 투과하는 편광판 부착 좌안용 렌즈로 이루

어지는 편광 안경으로 해당 영상을 보면, 관찰자는 입체 영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상기 우안용 영상 표시부(a) 및 좌안용 영상 표시부(b)가 교대로 병설된 필름(52)의 제조방법은 지금까지 상기

USP 5,327,285호의 도 2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TAC 필름과 요드처리한 연신 PVA 필름을 적층한 편광 필름에 포

토레지스트를 코트하고, 소정 부분을 노광 후, 수산화칼륨 용액으로 처리하여 연신 PVA 필름이 갖는 특정한 파장 영역의

빛의 진동 방향을 직선 편광 상태인 채로 회전할 수 있는 성질(위상차 기능)을 소실시키는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다. 그러

나, 이 방법은 포토레지스트의 코트 후, 노광시키고, 더욱, 수산화칼륨 용액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어, 매우 번잡한 제

조방법이다. USP 5,327,285호에는 상기와 같은 화학적 처리에 의해 필름(52)을 제조하는 종류의 방법, 및 물리적 처리에

의해 필름 (52)을 제조하는 방법 등이 개시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모두 번잡한 제조방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매우 간편하게 하여 대량 생산성에 뛰어난 우안용 영상 표시부(a) 및 좌안용 영상 표시부(b)가 혼재하는 필름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요지를 설명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우안용 영상표시부(a)와 좌안용 영상 표시부(b)가 혼재한 3D 영상을 나타내기 위한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으로서, 투명한 지지재(1)상에 접착제(2)를 통해 위상차 필름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상기 위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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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에 우안용 영상표시부와 좌안용 영상표시부가 형성되도록 상기 위상차 필름의 소정 위치에 레지스트 부재(4)를 설치

한 후, 뜨거운 물에 침지시켜, 건조 후 레지스트 부재(4)측에 표시 부재(5)를 겹쳐 맞추거나 혹은 붙여 맞추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우안용 영상 표시부(a)와 좌안용 영상 표시부(b)가 혼재한 3D 영상을 나타내기 위한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으

로서, 투명한 지지재(1)상에 접착제(2)를 통해 TAC 필름(6)이나 CAB 필름과 같은 복굴절성을 갖지 않은 필름과 위상차

기능을 가진 연신 PVA 필름(7)을 적층한 적층 위상차 필름(3)을 TAC 필름(6)이 접착제(2)측이 되도록 형성하고, 계속해

서, 상기 위상차 필름에 우안용 영상표시부와 좌안용 영상표시부가 형성되도록 연신 PVA 필름(7)의 소정위치에 레지스트

부재(4)를 설치한 후, 뜨거운 물에 침지시켜, 건조 후 레지스트 부재(4)측에 표시 부재(5)를 겹쳐 맞추거나 혹은 붙여 맞추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청구항 2항에 기재된,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레지스트 부재(4)는 연신 PVA 필름(7)의 한쪽에서 다

른 쪽을 향하는 소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선 형상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청구항 2 또는 3 항에 기재된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레지스트 부재(4)는 연신 PVA 필름(7)상에 스

크린 인쇄에 의해 형성되는 레지스트 잉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청구항 2 내지 4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기재된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80∼100℃의 뜨거운 물에 5초

∼10분 이내 침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D 영상 표시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우안용 영상 표시부(a)와 좌안용 영상 표시부(b)가 혼재하는 3D 영상을 나타내기 위한 3D 영상 표시체 형성용 필름

으로서, 투명한 지지재(1)상에 접착제(2)를 통해 TAC 필름(6)과 같은 복굴절성을 갖지 않는 필름과 위상차 기능을 가진

연신 PVA 필름(7)을 적층한 적층 위상차 필름(3)이 상기 복굴절성을 갖지 않은 필름이 접착제(2)측이 되도록 설치되고 있

으며, 연신 PVA 필름(7)의 소정 위치에는 우안용 영상 표시부(a) 및 좌안용 영상표시부(b)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3D 영상 표시체 형성용 필름에 관한 것이다.

위상차 필름의 소정 위치에 레지스트 부재(4)를 설치한 후, 온수에 침지시키면, 위상 필름의 레지스트 부재(4)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물이 침투하고, 해당 부분이 변질하여, 해당 부분만의 특정한 파장영역의 빛의 진동 방향을 직선 편광 상태인

채로 회전할 수 있는 성질(위상차 기능)이 소실하고, 레지스트 부재(4)가 존재하는 부분과 레지스트 부재(4)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으로 투과광의 위상이 180°어긋나는 필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단지 뜨거운 물에 침지시킨다고 하는 조작만으로 우안용 영상 표시부(a) 및 좌안용 영상 표시부(b)가 혼재하는 필

름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실시예]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이하에 상세히 기술한다.

투명한 지지재(1)[예를 들면 두께 2mm 정도의 유리판이나 셀룰로오즈 아세테이트뷰틸레이트(CAB)판 등]상에 접착제

(2)(예를 들면 자외선 경화성 수지)를 통해 TAC 필름(6)(두께 126㎛)과 위상차 기능을 가진 위상차 필름(1/2파장판)으로

서의 일축의 연신 PVA 필름(7)(두께 38㎛)을 적층한 적층 위상차 필름(3)을 형성하고, 자외선에 의해 자외선 경화성 수지

를 경화시킨다. 한편, 지지재(1)는 복굴절성을 갖지 않는 유리판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적층 위상차 필름(3)은 연신 PVA

필름 (7)에 TAC 필름(6)을 적층한 것 외에, 연신 PVA 필름(7)에 CAB 필름을 적층한 것 등이어도 좋고, 필요하면 연신

PVA 필름(7)에 복굴절성을 갖지 않는 필름을 적층한 것이면 적층 위상차 필름(3)으로서 채용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 일축의 연신 PVA 필름(7)의 소정 위치에 레지스트 부재(4)로서의 내수성이 높은 레지스트 잉크를 스크린인

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의 레지스트잉크는, 연신 PVA 필름(7)의 표면에 한쪽에서 다른 쪽을 향하여 실시되는 160㎛

폭의 선 형상체이고, 이 선 형상체는 160㎛의 피치를 두고 병설되어 있다.

한편, 레지스트잉크는 상기한 바와 같이 같은 폭 또한 같은 피치일 필요는 없고, 또한 선 형상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평면에서 보아 정방형 형상체를 지그재그형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도 좋다.

계속해서, 이것을 80℃의 뜨거운 물에 약 30초 정도 침지하여(물론 주위면에는 적절한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레지스트 잉

크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물을 침투시킴으로써 연신 PVA 필름(7)의 분자의 방향성을 파괴하여, 연신전의 상태, 즉, 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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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 필름(7)이 원래 가진 상기 위상차 기능을 소실시켜, 레지스트 잉크가 존재하는 부분을 예컨대 우안용 영상 표시부(a)

로 하고, 레지스트 잉크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좌안용 영상 표시부(b)로 한다. 한편, 여러 가지로 실험한 결과,

80℃∼l00℃의 뜨거운 물에 5초∼10분 이내 침지하면 마찬가지로 상기 연신 PVA 필름(7)의 성질이 소실하는 것을 확인

하고 있다.

계속해서, 레지스트 잉크가 투명인 경우에는 그대로, 또한, 레지스트 잉크가 투명이 아닌 경우에는 이 레지스트잉크의 제

거 후, 내부에 액정이 설치된 표시 부재(5)와 마그네트 등으로 겹쳐 맞추거나 혹은 적절한 접착제로 붙여 맞추어, 3D 영상

표시체로 한다.

레지스트 잉크를 실시하는 위치, 즉, 우안용 영상 표시부(a) 및 좌안용 영상 표시부(b)의 위치는 붙여 맞추는 표시 부재(5)

의 액정셀의 피치에 합치하도록 설정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제조방법에 의해 우안용 영상 표시부(a)와 좌안용 영상 표시부(b)가 병설된 필름을 간편하게 얻을 수 있고, 따라서,

3D 영상 표시체도 간편하게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상기 제조에 있어서는 각 부재를 롤 형상으로 하면 연속 제조가 가능해져서, 한층 3D 영상 표시체의 대량 생산성이

향상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제조한 3D 영상 표시체로부터의 영상을 우안용 영상 표시부(a)로부터의 우안용 영상만을 투과하는 편광판 부

착 우안용 렌즈와 좌안용 영상 표시부(b)로부터의 좌안용 영상(우안용 영상을 구성하는 빛의 진동방향에 대하여 90°직교

하는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에 의해 구성된 영상)만을 투과하는 편광판 부착 좌안용 렌즈로 이루어지는 편광 안경으로 보

면, 관찰자는 해당 영상을 입체 영상으로서 관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실시예는 USP 5,327,285호에 개시된 편광판에 우안용 영상표시부 및 좌안용 영상 표시부를 형성하고 있는 기술

과는 달리, 위상차 필름에 우안용 영상 표시부(a) 및 좌안용 영상 표시부(b)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편광 광을 발하는 표

시부재(5)와 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3D 영상 장치의 설명도,

도 2는 본 실시예의 구성 설명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지지재 2 : 접착제

3 : 적층 위상차 필름 4 : 레지스트부재

5 : 표시 부재 6 : TAC필름

7 : PVA필름 a : 우안용 영상 표시부

b : 좌안용 영상 표시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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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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