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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조명유니트 및 이를 채용한 화상투사장치

요약

소형 광원에서 조사된 광을 합성하는 프리즘의 구조가 개선된 조명유니트 및 이를 채용한 화상투사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이 개시된 조명유니트는, 서로 다른 파장의 광을 조사하는 복수의 광원유니트와; 입사방향에 따라 광을 투과 또는 전반사

시키는 외측면과, 다른 두 삼각형 프리즘 각각과 결합되는 두 경계면을 각각 가지는 3매의 삼각형 프리즘과; 3매의 삼각형

프리즘 사이의 적어도 어느 한 경계에 마련되어, 입사광을 파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색분리부;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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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시된 화상투사장치는 상기한 구조의 조명유니트와; 조명유니트 쪽에서 입사된 광으로부터 입력된 영상신호에 대

응되는 화상을 형성하는 화상형성소자와; 화상형성소자에서 형성된 화상을 스크린에 확대 투사시키는 투사렌즈유니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조명유니트의 광학적 배치를 보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조명유니트의 광학적 배치를 보인 개략적인 도면.

도 3 및 도 4 각각은 도 2의 광원유니트를 보인 사시도 및 측면도.

도 5는 도 2의 광원유니트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조명유니트의 광학적 배치를 보인 개략적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조명유니트의 광학적 배치를 보인 개략적인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조명유니트의 광학적 배치를 보인 개략적인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화상투사장치의 광학적 배치를 보인 개략적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화상투사장치의 광학적 배치를 보인 개략적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화상투사장치의 광학적 배치를 보인 개략적인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300, 500, 600, 700...광원유니트

110, 310...제1광원유니트 120, 320...제2광원유니트

130, 330...제3광원유니트 340...제4광원유니트

200, 400...합성프리즘 210, 410...제1삼각형 프리즘

220, 420...제2삼각형 프리즘 230, 430...제3삼각형 프리즘

241, 441...제1다이크로익 필터 245, 445...제2다이크로익 필터

447...제3다이크로익 필터 251, 451...제1반사층

255, 455...제2반사층 520, 620, 720...광인터그레이터

540...빔스프리터 550, 650, 740...화상형성소자

560, 660, 760...투사렌즈유니트 570, 670, 770...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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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을 조명하는 조명유니트 및 이를 채용한 화상투사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소형 광원에서 조사된 광

을 합성하는 프리즘의 구조가 개선된 조명유니트 및 이를 채용한 화상투사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명유니트는 일방향으로 광을 조사하는 광원과, 이 광원에서 조사된 빔을 전달하는 조명광학계로 구성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발광 능력이 없는 액정표시소자 또는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소자 등의 화상형성소자를 이용하여 화상

을 구현하는 화상투사장치 등에 널리 채용된다.

최근 들어, LED(Light-emitting Diode), 레이저 다이오드 등의 소형 발광소자를 광원으로 채용한 조명유니트 및 화상투사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여기서, 소형 발광소자는 적, 청, 녹색의 파장의 광을 각각 조명할 수 있으므로, 1 패널 방식의 칼라 화상투사장치에 채용시

칼라 화상 구현을 위한 별도의 칼라휠 구조가 불필요하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각 색상의 광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소형 발광소자가 구비될 것과, 각 색상의 광을 합성하기 위한 구성이 요구된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조명유니트는 적, 청, 녹색 파장의 광을 각각 조명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된 제1 내지

제3LED 광원(11)(12)(13)과, 이 제1 내지 제3 LED 광원(11)(12)(13)에서 조사된 광이 동일 경로로 진행하도록 하는 트리

크로익 프리즘(20)을 포함한다.

상기 트리크로익 프리즘(20)은 상호 접합된 3매의 제1 내지 제3프리즘(P1)(P2)(P3)과, 제1프리즘(P1)과 제2프리즘(P2 )

사이에 마련된 제1칼라필터(21)와, 제2프리즘(P2)과 제3프리즘(P3) 사이에 마련된 제2칼라필터(25)를 구비한다. 상기 제

1 및 제2칼라필터(21)(25)는 입사광을 파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과 또는 반사시킨다. 예를 들어, 상기 제1칼라필터(21)

는 적색 파장인 제1광(R)은 반사시키고, 녹색 파장인 제2광(G)과 청색 파장인 제3광(B)은 투과시킨다. 그리고, 제2칼라필

터(25)는 제3광(B)은 반사시키고, 제1 및 제2광(R)(G)은 투과시킨다.

따라서, 상기 제1프리즘(P1)으로 입사된 제1광(R)은 제1프리즘(P1)의 출사면(20a)에서 임계각 전반사원리에 의하여 전반

사되어 상기 제1칼라필터(21)로 입사된다. 이 제1광(R)은 상기 제1칼라필터(21)에서 반사된 후, 상기 제1프리즘(P1)의 출

사면(20a)을 투과하여 진행한다. 그리고, 제2광(G)은 상기 제2 및 제1칼라필터(25)(21)를 순차로 투과하여, 상기 제1광

(R)과 동일한 경로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제3광(B)은 상기 제3프리즘(P3)의 상기 제1프리즘(P1)과 마주하는 일면(20b)

에서 임계각 전반사원리에 의하여 전반사되어 상기 제2칼라필터(25) 방향으로 향하고, 제2칼라필터(25)에서 반사된 후,

상기 제1 및 제3프리즘(P1)(P3)을 투과하여 제1 및 제2광(R)(G)과 동일한 경로로 진행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 제1 내지 제3LED광원(11)(12)(13)에서 조명된 제1 내지 제3광(R)(G)(B)이 합성되어, 동일한 진행 경로로 진행되도

록 한다.

한편, 상기한 조명유니트는 제3광(B)이 제3프리즘(P3)의 일면(20b)에서 전반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프리즘(P1)과 제3

프리즘(P3)의 광학적 배치시 에어 갭(Gair)이 형성되도록 소정 간격 이격되어야 한다. 즉, 임계각 전반사원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프리즘(P3)의 일면(20b)과 제3광(B) 사이에 이루는 각도 뿐만 아니라, 제3프리즘(P3)의 굴절률과 그 주변

의 굴절률 차이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한 트리크로익 프리즘(20)을 이용하여 다수의 광원에서 조명된 광을

합성하고자 하는 경우, 트리크로익 프리즘(20)의 광학적 배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트리크로익 프리즘(20)을 이용하여 광을 합성하는 경우, 그 광학적 배치의 한계 상 서로 다른 파장의 광 즉, 적, 청,

녹색의 광을 각각 조명하는 제1 내지 제3광원 이외에, 별도의 광원 예컨대, 노란색, 마젠타, 시안 등의 광을 조명하는 광원

을 더 구비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구현 가능한 색 범위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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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기한 조명유니트를 채용한 화상투사장치는 3색의 조합에 의하여 화상을 구현하므로, 표현 가능한 색 범위가

4색 광원을 이용하는 경우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소형 광원에서 조사된 광을 합성하는 프리즘의

구조가 개선된 조명유니트 및 이를 채용한 화상투사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조명유니트는, 각각 서로 다른 파장의 광을 조사하는 복수의 광원유니트

와; 상기 복수의 광원유니트에서 조명된 광 각각이 동일 경로로 진행하도록 입사광을 합성하는 합성 프리즘을 포함하며,

상기 합성 프리즘은,

입사방향에 따라 광을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제1외측면과, 제1 및 제2경계면을 가지는 제1삼각형 프리즘과; 입사광을 투

과시키는 제2외측면과, 상기 제2경계면에 마주하게 배치되는 제3경계면 및, 제4경계면을 가지는 제2삼각형 프리즘과; 입

사방향에 따라 광을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제3외측면과, 상기 제4경계면에 마주하게 배치되는 제5경계면 및, 상기 제1경

계면에 마주하게 배치되는 제6경계면을 가지는 제3삼각형 프리즘과; 상기 제2경계면과 제3경계면 사이, 제4경계면과 상

기 제5경계면 사이 및, 제6경계면과 제1경계면 사이 중 적어도 어느 한 곳에 배치되어, 입사광을 파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색분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제1 내지 제3삼각형 프리즘은, 상호 동일한 형상

및 크기를 가지는 이등변 삼각형상의 프리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화상투사장치는, 상기한 구조의 조명유니트와; 상기 조명유니트로부

터 입사된 광으로부터 입력된 영상신호에 대응되는 화상을 형성하는 화상형성소자와; 상기 화상형성소자에서 형성된 화상

을 스크린에 확대 투사시키는 투사렌즈유니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조명유니트 및 이를 채용한 화상투사장치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조명유니트는 각각 서로 다른 파장의 광을 조사하는 복수의 광원유니트

(100)와, 상기 광원유니트(100)에서 조명된 광 각각이 동일 경로로 진행하도록 입사광을 합성하는 합성 프리즘(200)을 포

함한다.

상기 광원유니트(100)는 배치 위치 및 조사하는 광 파장 차이에 따라 제1 내지 제3광원유니트(110)(120)(130)로 구분된

다. 이 제1 내지 제3광원유니트(110)(120)(130)는 서로 다른 파장의 제1 내지 제3광 예컨대, 녹, 청, 적색 파장의 광을 각

각 조사한다.

상기 합성 프리즘(200)은 삼각기둥형상으로서, 입사방향에 따라 광을 투과 또는 전반사시키는 외측면과 다른 두 삼각형

프리즘 각각과 결합되는 두 경계면을 각각 가지는 제1 내지 제3삼각형 프리즘(210)(220)(230)과, 상기 제1 내지 제3삼각

형 프리즘(210)(220)(230) 사이의 적어도 어느 한 경계에 마련되어 입사광을 파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과 또는 반사시키

는 색분리부를 포함한다.

상기 제1삼각형 프리즘(210)은 제1 및 제2경계면(211)(213)과, 광의 입사방향에 따라 입사광을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제

1외측면(215)을 가진다.

상기 제1광원유니트(110)는 상기 제1외측면(215)에 마주하게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제1광원유니트(110)에서 직

접 입사된 제1광은 상기 제1외측면(215)을 투과하여 상기 제2경계면(213) 쪽으로 향한다. 반면, 상기 제2경계면(213) 쪽

에서 임계각 이상의 각도로 입사된 제1 및 제2광은 상기 제1외측면(215)에서 내부 전반사되어 상기 제1경계면(211) 쪽으

로 향한 후, 후술하는 제3외측면(235)을 투과하여 진행한다.

여기서, 내부 전반사는 제1삼각형 프리즘(210)의 굴절률 값이 그 주변의 굴절률 값보다 크고, 제1삼각형 프리즘(210) 내

부에서 임계각 보다 큰 각도로 제1 및 제2광이 입사된 경우에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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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삼각형 프리즘(220)은 제3 및 제4경계면(221)(223)과, 입사광을 투과시키는 제2외측면(225)을 가진다. 여기서,

상기 제3경계면(221)은 상기 제1삼각형 프리즘(210)의 제2경계면(213)에 마주하게 배치된다.

그리고, 상기 제2외측면(225)에는 상기 제2 및 제3광원유니트(120)(130)가 마주하게 배치된다. 따라서, 상기 제2 및 제3

광원유니트(120)(130)에서 조사된 제2 및 제3광은 상기 제2외측면(225)을 투과하여, 제2광은 상기 제3경계면(221) 쪽으

로 향하고, 제3광은 상기 제4경계면(223) 쪽으로 향한다.

상기 제3삼각형 프리즘(230)은 제5 및 제6경계면(231)(233)과, 광의 입사방향에 따라 입사광을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제

3외측면(235)을 가진다. 여기서, 상기 제5경계면(231)은 상기 제4경계면(223)에 마주하게 배치되고, 상기 제6경계면

(233)은 상기 제1경계면(211)에 마주하게 배치된다. 따라서, 상기 제3광원유니트(130)에서 입사된 제3광은 상기 제3외측

면(235)에서 전반사되어 상기 제6경계면(233) 쪽으로 향하고, 상기 제6경계면(233) 쪽에서 입사된 제1 내지 제3광은 상

기 제3외측면(235)을 투과하여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제1 내지 제3삼각형 프리즘(210)(220)(230)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입사된 제1 내지 제3광이 동일한 경로로

향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 동일한 형상 및 크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삼각형 프리즘

(210)은 제1경계면(211)과 제2경계면(213) 사이의 각이 120°이고, 제1경계면(211)과 제1외측면(215) 사이의 각과 제2

경계면(213)과 제1외측면(215) 사이의 각이 각각 30°인 이등변 삼각형상의 프리즘이다. 마찬가지로, 상기 제2 및 제3삼

각형 프리즘(220)(230)도 제1삼각형 프리즘(210)과 같은 조건을 가지는 이등변 삼각형상의 프리즘이다.

상기 색분리부는 상기 제2경계면(213)과 제3경계면(221) 사이, 제4경계면(223)과 제5경계면(231) 사이 및, 제6경계면

(233)과 제1경계면(211) 사이 중 적어도 어느 한 곳에 배치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색분리부는 제2경계면(213)과

제3경계면(221) 사이 및, 제6경계면(233)과 상기 제1경계면(211) 사이에 각각 마련된 제1 및 제2다이크로익 필터

(dichroic filter)(241)(245)를 포함한다.

상기 제1다이크로익 필터(241)는 상기 제1광원유니트(110)에서 조사된 제1파장영역의 제1광은 반사시키고, 상기 제2광

원유니트(120)에서 조사된 제2파장영역의 제2광은 투과시킨다.

예컨대, 녹색과 청색 사이의 소정 파장 예컨대 500nm 파장을 기준으로 긴 파장영역의 광은 반사시키고, 짧은 파장영역의

광은 투과시킨다. 따라서, 제1광이 녹색 파장영역의 광이고, 제2광이 청색 파장영역의 광인 경우, 제1광은 상기 제1다이크

로익 필터(241)에서 반사되고, 제2광은 제1다이크로익 필터(241)를 투과하여 제1광과 동일한 경로로 진행한다.

상기 제2다이크로익 필터(245)는 제3파장영역 예컨대 적색 파장영역의 제3광은 반사시키고, 다른 파장영역의 상기 제1

및 제2광은 투과시킨다.

예컨대, 적색과 녹색 사이의 소정 파장 예컨대 565 nm 파장을 기준으로 긴 파장영역의 광은 반사시키고, 짧은 파장영역의

광은 투과시킨다. 따라서, 제1 및 제2광 각각이 녹색과 청색 파장영역의 광이고, 제3광이 적색 파장영역의 광인 경우, 제1

및 제2광은 상기 제2다이크로익 필터(245)를 투과하고, 제3광은 제1다이크로익 필터(245)에서 반사되어 상기 제1 및 제2

광과 동일한 경로로 진행한다.

상기 제1 내지 제3광원유니트(110)(120)(130) 각각은 도 4 내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모듈

(140)로 구성된다.

도면들을 참조하면, 상기 광모듈(140)은 반사면을 가지는 콜리메이터(150)와, 소정 파장의 광을 조사하는 광원(160)을 구

비한다. 상기 콜리메이터(150)는 포물면 형상의 제1반사면(151)과, 사각형상의 단면을 가지는 글래스로드(glass rod)

(155)를 포함한다. 광원(160)은 적어도 하나의 발광다이오드(LED), 레이저 다이오드 등으로 구성되는 소형 광원으로, 그

발광부분이 상기 제1반사면(151)의 초점(F) 및 그 주변에 위치된다. 상기 제1반사면(151)은 상기 글래스로드(155)의 일

부를 포물면 형태로 가공하고, 그 외면에 반사코팅을 함에 의하여 형성된다. 또한, 상기 콜리메이터(150)는 상기 제1반사

면(151)과 대면되는 위치의 상기 광원(160)에서 직접 조사된 광이 통과하는 영역(G)을 제외한 영역에 반사 코팅에 의하여

형성된 제2반사면(153)을 더 구비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광원(160)에서 조사된 광 중 소정 방사각 범위 내의 광은 상기 제1반사면(151)에서 반사 된 후 평행광이 된

다. 이 평행광은 글래스로드(155) 내부를 통과한 후 출광면(157)을 통하여 진행한다. 한편, 상기 광원(160)의 발광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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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소정 면적을 가지므로, 이 발광부분 전체가 상기 제1반사면(151)의 초점 위치(F)에 배치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상기 광원(160)에서 조사되고 상기 제1반사면(151)에서 반사된 광의 일부는 상기 제2반사면(153)

으로 진행된다. 이때, 상기 제2반사면(153)은 입사된 광을 반사시켜 출광면(157) 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광모듈(140)은 광원(160)에서 조명된 광을 렌즈 대신 제1반사면(151)을 이용하여 콜리메이팅 시킴으로

써, 렌즈를 사용시 야기되는 에텐듀(etendue) 등의 원리적 제약에 따른 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상기한 실시예에 있어서, 글래스로드(155)를 이용한 콜리메이터(150)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글래스로드(155) 대신 속이 빈 광터널(미도시)의 일측에 포물 반사면을 형성하고, 그 내부를 반사 처리함으

로써 반사면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조명유니트는 상기 제1 내지 제3광원유니트(110)(120)(130)를 구성함에 있어서, 도 5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복수의 광모듈(140)을 구비하고, 이들을 어레이 형태로 배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 내지 제3원유니트(110)

(120)(130)를 이루는 어레이 형태의 광모듈 각각은 적, 녹, 청색 파장의 광을 조명한다. 따라서, 제1 내지 제3광원유니트

(110)(120)(130)를 동시 또는 순차로 구동하여, 광을 조사함에 의하여, 녹, 청, 적색 파장의 광을 조사함과 아울러,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풀 칼라의 광을 조명할 수 있다. 따라서, 후술하는 화상투사장치에 적용시, 칼라 구현을 위한 칼라휠

(color wheel)장치 없이도, 칼라 광을 조명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조명유니트는 삼각 프리즘 구조의 합성 프리즘을 이용하여 제1 내

지 제3광원유니트에서 조명된 광을 합성함으로써, 임계각 전반사원리를 이용한 광의 경로 변환이 용이하고, 종래의 트리

크로익 프리즘 구조에 비하여 광학적 배치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조명유니트는 각각 서로 다른 파장의 광을 조사하는 복수의 광원유니트

(100)와, 상기 광원유니트(100)에서 조명된 광 각각이 동일 경로로 진행하도록 입사광을 합성하는 합성 프리즘(200)을 포

함한다.

본 실시예는 제1실시예와 비교하여 볼 때, 합성 프리즘(200)의 제1 및 제3외측면(215)(235)에서의 전반사 특성을 고려하

여, 제1 및 제2반사층(251)(255)을 더 구비한 것에 특징이 있다. 한편, 이를 제외한 다른 구성요소들의 구성 및 배치는 앞

서 설명된 제1실시예에 따른 조명유니트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제1반사층(251)은 상기 제1외측면(215)의 일부에 전반사 코팅에 의하여 형성된 층으로, 제1다이크로익 필터(241)

를 경유하여 입사된 제1 및 제2광을 전반사시킨다. 한편, 상기 제1반사층(251)은 제1광원유니트(110)에서 직접 조명된

제1광이 입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제1다이크로익 필터(241) 방향으로 향하는 제1광의 진행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기 제2반사층(255)은 상기 제3외측면(235)의 일부에 전반사 코팅에 의하여 형성된 층으로, 상기 제3광원유니트(130)

쪽에서 직접 입사된 제3광을 반사시킨다. 한편, 상기 제2다이크로익 필터(245)를 경유하여 입사된 제1 내지 제3광이 진행

하는 경로에는 상기 제2반사층(255)이 배제되어 있어서, 그 광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조명유니트는 각각 서로 다른 파장의 광을 조사하는 복수의 광원유니트

(300)와, 상기 광원유니트(300)에서 조명된 광 각각이 동일 경로로 진행하도록 입사광을 합성하는 합성 프리즘(400)을 포

함한다.

상기 광원유니트(300)는 배치 위치 및 조사하는 광의 파장 차이에 따라 제1 내지 제4광원유니트(310)(320)(330)(340)로

구분된다. 이 제1 내지 제4광원유니트(310)(320)(330)(340)는 서로 다른 파장의 제1 내지 제4광 예컨대, 녹, 청, 적, 노란

색 파장의 광을 각각 조사한다. 이 제1 내지 제3광원유니트(310)(320)(330)(340) 각각의 구성은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

여 설명된 바와 같으므로,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합성 프리즘(400)은 삼각기둥형상으로서, 입사방향에 따라 광을 투과 또는 전반사시키는 외측면과 다른 두 삼각형

프리즘 각각과 결합되는 두 경계면을 각각 가지는 제1 내지 제3삼각형 프리즘(410)(420)(430)과, 상기 제1 내지 제3삼각

형 프리즘(410)(420)(430) 사이의 적어도 어느 한 경계에 마련되어 입사광을 파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과 또는 반사시키

는 색분리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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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삼각형 프리즘(410)은 제1 및 제2경계면(411)(413)과, 광의 입사방향에 따라 입사광을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제

1외측면(415)을 가진다. 상기 제2삼각형 프리즘(420)은 제3 및 제4경계면(421)(423)과, 입사광을 투과시키는 제2외측면

(425)을 가진다. 그리고, 상기 제3삼각형 프리즘(430)은 제5 및 제6경계면(431)(433)과, 광의 입사방향에 따라 입사광을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제3외측면(435)을 가진다. 이 제1 내지 제3삼각형 프리즘(410)(420)(430) 각각의 배치 및 이에 대

한 제1 내지 제3광원유니트(310)(320)(330)의 배치는 제1실시예에 따른 동일 부재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상 동일하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색분리부는 제2경계면(413)과 제3경계면(421) 사이, 제6경계면(433)과 상기 제1경계면(411)

사이 및, 제4경계면(423)과 상기 제5경계면(431) 사이에 각각 마련된 제1 내지 제3다이크로익 필터(441)(445)(447)를

포함한다.

여기서, 본 실시예에 따른 색분리부는 제3광원유니트(330)과 제4광원유니트(340) 각각에서 조명된 제3광과 제4광을 분

리하기 위한 제3다이크로익 필터(447)를 더 구비한 것에 특징이 있다. 상기 제3다이크로익 필터(447)는 상기 제3광원유

니트(430)에서 조사된 제3파장영역의 제3광은 투과시키고, 상기 제4광원유니트(440)에서 조사된 제4파장영역의 제4광

은 투과시킨다.

예컨대, 적색과 노란색 사이의 소정 파장 예컨대 600 nm 파장을 기준으로 긴 파장영역의 광은 투과시키고, 짧은 파장영역

의 광은 반사시킨다. 따라서, 제3광이 적색 파장영역의 광이고, 제4광의 노란색 파장영역의 광인 경우, 제3광은 상기 제3

다이크로익 필터(447)를 투과하고, 제4광은 반사되어, 서로 동일한 경로로 진행한다.

한편, 제1 및 제2다이크로익 필터(441)(445)는 제1실시예에 따른 동일 부재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상 동일한 역할을 수행

하므로 그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제2다이크로익 필터(445)는 제1 및 제2광은 투과시키고, 제3 및 제4

광은 반사시켜 상호 동일 경로로 진행하도록 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제4광은 노란색 파장의 광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색범위를 넓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파

장의 광으로 변경 가능하다. 예컨대, 마젠타나 시안 파장의 광을 조명하는 광원유니트를 구비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제1 내지 제4광 각각이 녹, 청, 적, 노란색 파장의 광을 조명하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제1 내지 제3다이크로익 필터의 배치를 변경함에 의하여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조명유니트는 삼각 프리즘 구조의 합성 프리즘을 이용하여 제1 내

지 제4광원유니트에서 조명된 광을 합성함으로써, 임계각 전반사원리를 이용한 광의 경로 변환이 용이하고, 종래의 트리

크로익 프리즘 구조에 비하여 광학적 배치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4색의 조합에 의하여 화상을 구현함으로써,

표현 가능한 색 범위가 넓어지는 이점이 있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조명유니트는 각각 서로 다른 파장의 광을 조사하는 복수의 광원유니트

(300)와, 상기 광원유니트(300)에서 조명된 광 각각이 동일 경로로 진행하도록 입사광을 합성하는 합성 프리즘(400)을 포

함한다.

본 실시예는 제3실시예와 비교하여 볼 때, 합성 프리즘(400)의 제1 및 제3외측면(415)(435)에서의 전반사 특성을 고려하

여, 제1 및 제2반사층(451)(455)을 더 구비한 것에 특징이 있다. 한편, 이를 제외한 다른 구성요소들의 구성 및 배치는 앞

서 설명된 제3실시예에 따른 조명유니트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제1반사층(451)은 상기 제1외측면(415)의 일부에 전반사 코팅에 의하여 형성된 층으로, 제1다이크로익 필터(441)

를 경유하여 입사된 제1 및 제2광을 전반사시킨다. 한편, 상기 제1반사층(451)은 제1광원유니트(310)에서 직접 조명된

제1광이 입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제1다이크로익 필터(441) 방향으로 향하는 제1광의 진행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기 제2반사층(455)은 상기 제3외측면(435)의 일부에 전반사 코팅에 의하여 형성된 층으로, 상기 제3다이크로익 필터

(447)를 경유하여 입사된 제3 및 제4광을 반사시킨다. 한편, 상기 제2다이크로익 필터(445)를 경유하여 입사된 제1 내지

제4광이 진행하는 경로에는 상기 제2반사층(455)이 배제되어 있어서, 그 광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화상투사장치는 조명유니트(500)와, 이 조명유니트(500) 쪽에서 입사된 광

으로부터 입력된 영상신호에 대응되는 화상을 형성하는 화상형성소자(550)와, 상기 화상형성소자(550)에서 형성된 화상

을 스크린(570)에 확대 투사시키는 투사렌즈유니트(56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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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명유니트(500)는 복수의 광원유니트와, 이 광원유니트에서 조사된 복수의 광을 합성하는 합성프리즘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된 광원유니트에서 조사된 광을 합성하여 조명하는 것으로, 도 2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설명된 본 발

명의 제1 내지 제4실시예에 따른 조명유니트의 구성과 실질상 동일하므로,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조명

유니트(500)를 구성하는 복수의 광원유니트는 순차적으로 온/오프 구동되면서, 녹색, 청색, 적색 파장의 3색광 또는 녹색,

청색, 적색, 노란색(또는 마젠타나 시안 칼라)의 광을 순차적으로 조사한다. 따라서, 1패널 구조의 화상형성소자를 이용한

화상투사장치를 구성함에 있어서, 칼라 화상 구현에 이용되는 칼라휠(미도시) 등의 구성을 상기 조명유니트(500)가 대체

할 수 있다.

상기 화상형성소자(550)는 입사된 균일한 조명광을 화소단위로 선택적으로 반사시켜 화상을 형성한다. 이 화상형성소자

(550)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 투과형 액정표시소자 또는 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반사형 또는 투과형 액정표시소자는 입사광의 편광특성을 이용하여 화상을 구현하는 반면, DMD의 경우는 편광특성을 이

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상형성소자(550)로서 DMD를 채용한 경우는 별도의 편광변환소자 내지 폴라라이저의 채용이

불필요하다.

한편, 본 실시예는 DMD를 화상형성소자(550)로서 채용한 것을 예로 들어 나타낸 것이다. 상기 DMD는 독립적으로 구동되

는 2차원 배열 구조의 마이크로미러 어레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입력된 화상신호에 따라 각 화소별 반사광의 각도를 독립

적으로 설정함에 의하여 화상을 형성한다. 이 경우, 입사광의 진행 경로를 변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기 조명유니트

(500), 상기 화상형성소자(550) 및 상기 투사렌즈유니트(560) 사이에 배치되는 빔스프리터(540)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상기 빔스프리터(540)는 상기 조명유니트(500) 쪽에서 입사된 빔은 상기 화상형성소자(550) 방향으로 향하도

록 하고, 상기 화상형성소자(550) 쪽에서 입사된 빔은 스크린(570) 방향으로 향하도록 입사빔의 경로를 변환한다. 이 빔스

프리터(540)는 임계각 전반사 특성을 이용하여 빔의 경로를 변환하는 구조의 임계각 프리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투사렌즈유니트(560)는 상기 빔스프리터(540)에 마주하게 배치되어, 상기 화상형성소자(550)에서 형성되고, 상기

빔스프리터(540)를 경유하여 입사된 화상을 확대하여 스크린(570) 쪽으로 투사시킨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화상투사장치는 조명유니트(500)와 상기 빔스프리터(540)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조명유니트

(500)로부터 입사된 광이 균일광이 되도록 하는 광인터그레이터(520)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광인터그레이

터(520)는 내부에 입사된 광을 전반사시키면서 전달하는 직육면체 구조의 글래스 로드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광

원유니트(500)와 상기 글래스 로드 사이에는 입사광을 집속시키는 콘덴싱렌즈 유니트(510)이 더 구비된 것이 바람직하다.

이 콘덴싱렌즈 유니트(510)는 1매 이상의 렌즈로 구성되는 것으로, 입사된 평행광을 집속시켜 상기 글래스 로드에 입사되

도록 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화상투사장치는 상기 글래스 로드와 상기 빔스프리터(540) 사이에 배치되는 릴레이렌즈 유니트

(530)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릴레이렌즈 유니트(530)는 상기 글래스 로드에서 출력된 균일광을 결상위치인

DMD로 릴레이하는 1매 이상의 렌즈로 구성된다.

도 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화상투사장치는 조명유니트(600)와, 이 조명유니트(600) 쪽에서 입사된

광으로부터 입력된 영상신호에 대응되는 화상을 형성하는 화상형성소자(650)와, 상기 화상형성소자(650)에서 형성된 화

상을 스크린(670)에 확대 투사시키는 투사렌즈유니트(660)를 포함한다.

상기 조명유니트(600)는 도 2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설명된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4실시예에 따른 조명유니트의 구성과

실질상 동일하므로,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화상형성소자(650)는 입사된 균일한 조명광을 화소단위로 선택적으로 반사시켜 화상을 형성한다. 본 실시예는 입사

광의 편광특성을 이용하여 화상을 구현하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를 화상형성소자(650)로서 채용한 것을 예로 들어 나타

낸 것이다.

이 경우, 입사광의 진행 경로를 변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기 조명유니트(600), 상기 화상형성소자(650) 및 상기 투사

렌즈유니트(660) 사이에 배치되는 편광빔스프리터(640)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편광빔스프리터(640)는 상

기 조명유니트(600) 쪽에서 입사된 빔은 상기 화상형성소자(650)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고, 상기 화상형성소자(650) 쪽에

서 입사된 빔은 스크린(670) 방향으로 향하도록 입사빔의 경로를 변환한다. 이를 위하여, 상기 조명유니트(600)와 상기 편

광빔스프리터(640) 사이에 배치되어, 입사광의 편광방향을 변환하여 특정 편광의 광이 상기 편광빔스프리터(640)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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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하도록 하는 편광변환소자(630)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편광변환소자(630)는 복수의 소형 편광빔스프리

터와, 1/4파장판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입사된 무편광의 광 대부분을 특정 편광의 광으로 바꾸어준다. 이 편광변환

소자(630) 자체의 구성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화상투사장치는 상기 조명유니트(600)로부터 입사된 광이 균일광이 되도록 하는 광인터그레이터

(620)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광인터그레이터(620)는 서로 이웃되게 배열된 볼록 형상 또는 실린드리컬 형

상의 복수의 렌즈셀을 각각 포함하는 적어도 1매의 렌즈를 포함하는 플라이-아이 렌즈어레이로 구성될 수 있다.

도 1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화상투사장치는 조명유니트(700)와, 이 조명유니트(700) 쪽에서 입사된

광으로부터 입력된 영상신호에 대응되는 화상을 형성하는 화상형성소자(740)와, 상기 화상형성소자(740)에서 형성된 화

상을 스크린(770)에 확대 투사시키는 투사렌즈유니트(760)를 포함한다.

상기 조명유니트(700)는 도 2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설명된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4실시예에 따른 조명유니트의 구성과

실질상 동일하므로,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화상형성소자(740)는 입사된 균일한 조명광을 화소단위로 선택적으로 반사시켜 화상을 형성한다. 본 실시예는 입사

광의 편광특성을 이용하여 화상을 구현하는 투과형 액정표시소자를 화상형성소자(740)로서 채용한 것을 예로 들어 나타

낸 것이다. 이 경우, 입사광의 진행 경로를 변환하기 위한 수단이 불필요하므로, 앞서 설명된 제1 및 제2실시예에 따른 화

상투사장치와는 달리 빔스프리터가 불필요하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상기한 투과형 액정표시소자는 편광특성을 이용하여 화상을 형성하므로, 이를 위하여 상기 조명유니트(700)와 상기

화상형성소자(740) 사이에 편광변환소자(730)를 더 구비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화상투사장치는 상

기 조명유니트(700)로부터 입사된 광이 균일광이 되도록 하는 광인터그레이터(720)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광인터그레이터(720)는 서로 이웃되게 배열된 볼록 형상 또는 실린드리컬 형상의 복수의 렌즈셀을 각각 포함하는 적어도

1매의 렌즈를 포함하는 플라이-아이 렌즈어레이로 구성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조명유니트는 삼각 프리즘 구조의 합성 프리즘을 이용하여 제1 내지 제3광원유

니트에서 조명된 광을 합성함으로써, 임계각 전반사원리를 이용한 광의 경로 변환이 용이하고, 종래의 트리크로익 프리즘

구조에 비하여 광학적 배치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광원유니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렌즈 대신 반사면을 이용하

여 콜리메이팅 시킴으로써, 렌즈를 사용시 야기되는 에텐듀(etendue) 등의 원리적 제약에 따른 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제4광을 조명하는 별도의 광원유니트를 더 구비하는 경우, 표현하고자 하는 색

범위를 넓힐 수 있어서, 다양한 칼라의 광을 조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화상투사장치는 상기한 조명유니트를 채용함으로써, 그 구성을 콤팩트화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파장

의 광을 조명하는 제1 내지 제3광원유니트를 이용하여 칼라 광을 조명함으로써, 별도의 칼라 휠 장치 없이도, 칼라 화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상기한 실시예들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을 지식을 가진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

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하기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만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 서로 다른 파장의 광을 조사하는 복수의 광원유니트와;

상기 복수의 광원유니트에서 조명된 광 각각이 동일 경로로 진행하도록 입사광을 합성하는 합성 프리즘을 포함하며,

상기 합성 프리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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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방향에 따라 광을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제1외측면과, 제1 및 제2경계면을 가지는 제1삼각형 프리즘과;

입사광을 투과시키는 제2외측면과, 상기 제2경계면에 마주하게 배치되는 제3경계면 및, 제4경계면을 가지는 제2삼각형

프리즘과;

입사방향에 따라 광을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제3외측면과, 상기 제4경계면에 마주하게 배치되는 제5경계면 및, 상기 제1

경계면에 마주하게 배치되는 제6경계면을 가지는 제3삼각형 프리즘과;

상기 제2경계면과 제3경계면 사이, 제4경계면과 제5경계면 사이 및, 제6경계면과 제1경계면 사이 중 적어도 어느 한 곳에

배치되어, 입사광을 파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색분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니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삼각형 프리즘은,

상호 동일한 형상 및 크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니트.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삼각형 프리즘 각각은,

두 경계면 사이의 각이 120°이고, 두 경계면 각각과 외측면이 이루는 각도가 30°인 이등변 삼각형상의 프리즘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조명유니트.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광원유니트 각각은,

반사면을 가지는 콜리메이터와, 상기 반사면 내에 위치되며 소정 파장의 광을 조사하는 광원을 구비하여 평행광을 조명하

는 광모듈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니트.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하나 또는 복수개가 어레이를 이루는 LED 광원 또는 레이저 다이오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

니트.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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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색분리부는,

상기 제2경계면과 상기 제3경계면 사이에 배치되어, 제1파장영역의 제1광은 반사시키고, 제2파장영역의 제2광은 투과시

키는 제1다이크로익 필터와;

상기 제6경계면과 상기 제1경계면 사이에 배치되어, 제3파장영역의 제3광은 반사시키고, 다른 파장영역의 상기 제1 및 제

2광은 투과시키는 제2다이크로익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니트.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유니트는,

상기 제1외측면에 마주하게 배치되는 것으로, 상기 제1광을 상기 제1다이크로익 필터 방향으로 조사하는 제1광원유니트

와;

상기 제2외측면에 마주하게 배치되는 것으로, 상기 제2광을 상기 제1다이크로익 필터 방향으로 조사하는 제2광원유니트

와;

상기 제2외측면에 마주하게 배치되는 것으로, 상기 제3광을 상기 제5경계면 방향으로 조사하는 제3광원유니트;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니트.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다이크로익 필터를 경유하여 입사된 제1 및 제2광이 상기 제1외측면에서 전반사되고, 상기 제3외측면을 투과하

여 진행하도록 상기 제1 및 제2광원유니트가 배치되고,

상기 제3광원유니트 쪽에서 직접 입사된 제3광이 상기 제3외측면에서 반사되어 상기 제2다이크로익 필터를 향하도록 상

기 제3광원유니트가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니트.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외측면과 상기 제3외측면 각각의 일부는 상기 제1다이크로익 필터를 경유하여 입사된 제1 및 제2광과, 상기 제3

광원유니트 쪽에서 직접 입사된 제3광을 반사시키도록 전반사 코팅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니트.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색분리부는,

상기 제4경계면과 상기 제5경계면 사이에 배치되어, 제4파장영역의 제4광은 반사시키고, 제3파장영역의 상기 제3광은 투

과시키는 제3다이크로익 필터;를 더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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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다이크로익 필터는 상기 제1 및 제2광은 투과시키고, 제3 및 제4광은 반사시키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유니트.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유니트는,

상기 제1외측면에 마주하게 배치되는 것으로, 상기 제1광을 상기 제1다이크로익 필터 방향으로 조사하는 제1광원유니트

와;

상기 제2외측면에 마주하게 배치되는 것으로, 상기 제2광을 상기 제1다이크로익 필터 방향으로 조사하는 제2광원유니트

와;

상기 제2외측면에 마주하게 배치되는 것으로, 상기 제3광을 상기 제3다이크로익 필터 방향으로 조사하는 제3광원유니트

와;

상기 제3외측면에 마주하게 배치되는 것으로, 상기 제4광을 상기 제3다이크로익 필터 방향으로 조사하는 제4광원유니트;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니트.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다이크로익 필터를 경유하여 입사된 제1 및 제2광이 상기 제1외측면에서 전반사되고, 상기 제3외측면을 투과하

여 진행하도록 상기 제1 및 제2광원유니트가 배치되고,

상기 제2다이크로익 필터를 경유하여 입사된 제3 및 제4광이 상기 제3외측면에서 전반사되어, 상기 제2다이크로익 필터

를 향하도록 상기 제3 및 제4광원유니트가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니트.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외측면과 상기 제3외측면 각각의 일부는 상기 제1다이크로익 필터를 경유하여 입사된 제1 및 제2광과, 상기 제2

다이크로익 필터를 경유하여 입사된 제3 및 제4광을 반사시키도록 전반사 코팅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니트.

청구항 14.

제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조명유니트와;

상기 조명유니트 쪽에서 입사된 광으로부터 입력된 영상신호에 대응되는 화상을 형성하는 화상형성소자와;

상기 화상형성소자에서 형성된 화상을 스크린에 확대 투사시키는 투사렌즈유니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투

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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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유니트와 상기 화상형성소자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조명유니트로부터 입사된 광이 균일광이 되도록 하는 광인

터그레이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투사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광인터그레이터는,

내부에 입사된 광을 전반사시키면서 전달하는 직육면체 구조의 글래스 로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투사장치.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광인터그레이터는,

서로 이웃되게 배열된 볼록 형상 또는 실린드리컬 형상의 복수의 렌즈셀을 각각 포함하는 적어도 1매의 렌즈를 포함하는

플라이-아이 렌즈어레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투사장치.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형성소자는 상기 광인터그레이터에서 출사된 균일광을 선택적으로 반사시켜 화상을 형성하는 반사형 화상형성

소자이고,

상기 조명유니트와 상기 화상형성소자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조명유니트에서 입사된 광은 상기 화상형성소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고, 상기 화상형성소자 쪽에서 반사된 광은 스크린 방향으로 향하도록 입사빔의 경로를 변환하는 빔스프리터;

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투사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형 화상형성소자는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소자이고,

상기 빔스프리터는 상기 광인터그레이터 쪽에서 입사된 광은 상기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소자방향으로 전반사시키고, 상기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소자방향에서 입사된 광은 투과시키는 내부전반사미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투사장치.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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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명유니트와 상기 빔스프리터 사이에 배치되어, 입사광의 편광방향을 변환하여 특정 편광의 광이 상기 빔스프리터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편광변환소자를 더 구비하고,

상기 반사형 화상형성소자는 반사형 액정표시소자이고,

상기 빔스프리터는 입사광을 편광 방향에 따라 투과 또는 반사시키는 편광빔스프리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투사장

치.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유니트와 상기 화상형성소자 사이에 배치되어, 입사광의 편광방향을 변환하여 특정 편광의 광이 상기 화상형성

소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편광변환소자를 더 구비하고,

상기 화상형성소자는,

상기 광인터그레이터에서 출사된 균일한 일 편광의 광을 선택적으로 투과시켜 화상을 형성하는 투과형 액정표시소자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투사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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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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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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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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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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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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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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