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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WV 필름의 열화를 방지하면서 흑 레벨(black level)의 표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광학 조립체 및 이것을 조립한
프로젝터를 제공한다. 액정 광 밸브(light valve)(25a 내지 25c)의 전후로 광학 보상 소자(26a 내지 26c)를 배치하므로, 각
색의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의 입사측이나 사출측에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는 위상차가 광학 보상 소자(26a 내지
26c)의 회전 자세의 조정에 의해 해소되어, 투과형 스크린 부재(18)에 표시되는 칼라 화상의 콘트라스트(contrast)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자외광(紫外光)을 일부에 포함하는 B 광에 대해서는, 광학 보상 소자(26c)가 액정 광 밸브(25c)의 후단에
배치되므로, 액정 광 밸브(25c)의 전단에 배치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광학 보상 소자(26c)의 시간 경과 열화를 방지할 수
있고, 화상 표시의 콘트라스트를 장기간에 걸쳐 유지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프로젝터의 측면도,

도 2는 도 1에 도시하는 프로젝터 본체의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

도 3은 프로젝터 본체의 주요부의 외관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시도,

도 4는 도 3에 도시하는 POP 유닛의 구조를 설명하는 사시도,

도 5는 R 광용 광변조부를 상방에서 본 평면도,

도 6은 R 광용 입사 필터 유닛의 측방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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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B 광용 광변조부를 상방에서 본 평면도,

도 8은 B 광용 사출 필터 유닛의 측방 단면도,

도 9는 B 광용 사출 필터 유닛의 정면도,

도 10a 및 도 10b는 B 광용 사출 필터 유닛의 기능을 설명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프로젝터 16 : 반사 미러

21 : 광원 장치 23 : 색분할 광학계

25 : 광변조부 25R 내지 25B : 광변조 유닛

25a 내지 25c : 액정 광 밸브 26a 내지 26c : 광학 보상 소자

27 :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 29 : 투사 렌즈

33 : POP 유닛 125R 내지 125B : 사출 필터 유닛

225R 내지 225B : 제 1 입사 필터 유닛

325R 내지 325B : 제 2 입사 필터 유닛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소자 및 기타의 광변조 장치를 구비하는 광학 조립체, 및 이러한 광학 조립체가 조립된 프로젝터에 관한 것
이다.

투사형 액정 표시 장치로서, 광변조용 액정 표시 소자와, 그의 입사측에 배치되는 입사측 편광판과, 사출측에 배치되는 사
출측 편광판과, 액정 표시 소자와 양 편광판 사이에 각각 배치되는 한쌍의 광학 보상 소자를 구비하는 것이 존재한다(일본
특허 공개 제 2002-182213 호 공보 참조). 이 투사형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 한쌍의 광학 보상 소자는 각각 와이드 뷰
필름(wide view film)(이하, WV 필름)으로 되고, 각각 광 축(optical axis)에 수직한 면내에서 회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WV 필름 양자를 적당히 회전시켜서, 각각의 광학축 방향을 액정 표시 소자의 러빙(rubbing) 방향으로 정확하게
일치시킴으로써, 액정 층에 전계(電界)를 형성했을 때에 입사측과 사출측에 남아 있는 위상차를 보상해서 흑 레벨(black
level)의 표시를 향상시킬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 투사형 액정 표시 장치와 같이, 액정 표시 소자의 입사측에 WV 필름을 배치했을 경우, WV 필름이 강한 조명
광에 직접 노출되어, 경시 변화에 의해 그의 특성이 서서히 열화한다. 특히, 조명광에 자외광(紫外光)이 포함될 경우, WV
필름의 열화가 현저해져서, 투사상(projected image)의 화질 유지를 위해서는 WV 필름을 조기에 교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칼라 표시형 프로젝터에서는, 액정 표시 소자의 사출측에 예를 들면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이 배치되지만, 이러
한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의 비용이나 투사 렌즈의 백 포커스(back focus)의 제한에 의해, 액정 표시 소자와 크로스 다
이크로익 프리즘 사이에는, WV 필름이나 편광판 등을 조립하기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WV
필름이나 편광판 등이 밀집한 상태로 되어서 그들의 냉각이 불충분하게 되거나, 또는 사출측의 WV 필름에 대해서는 회전
위치의 조절 기구를 생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WV 필름의 열화를 방지하면서 흑 레벨의 표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광학 조립체 및 이러한 광학 조립체
가 조립된 프로젝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액정 표시 소자의 사출측에 색 합성 광학계를 배치했을 경우에도, WV 필름을 적절히 회전시킬 수 있는 광
학 조립체 및 이러한 광학 조립체가 조립된 프로젝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 따른 광학 조립체는 (a) 조명광에 의해 조명되는 투과형의 광변조 소자와, 광변조
소자의 입사측에 직접 대향해서 배치되는 제 1 편광판과, 광변조 소자의 사출측에 배치되는 제 2 편광판과, 광변조 소자와
제 2 편광판 사이에 배치되는 광학 보상 소자와, 광학 보상 소자를 해당 광학 보상 소자의 광 축 주위의 회전 자세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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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유지하는 유지 부재를 갖는 소정 색용의 광학 유닛과, (b) 광학 유닛에 조립된 제 2 편광판의 사출측에 배치되어
서, 소정 색용의 광학 유닛으로부터의 상광(image light)과 다른 색의 상광을 합성해서 사출하는 광합성 수단(light
combining means)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광변조 소자는 액정 표시 소자로 대표되는 편광을 이용해서 화상을 판독을 실
시하는 타입의 표시 소자를 의미한다.

상기 광학 조립체에서는, 광변조 소자와 제 2 편광판 사이에, 유지 부재에 의해 회전 자세를 조절 할 수 있는 광학 보상 소
자가 배치되므로, 예를 들면 광변조 소자의 입사측이나 사출측에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는 복굴절 작용(birefringent
action), 즉 위상차가 광학 보상 소자의 회전 자세의 조정에 의해 해소되어, 화상 표시에 있어서의 콘트라스트(contrast)를
높일 수 있다. 더구나, 제 1 편광판이 광변조 소자의 입사측에 직접 대향해서 배치되므로, 광변조 소자와 제 1 편광판 사이
에 광학 보상 소자를 배치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광학 보상 소자의 시간 경과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즉, 광변조 소자의 입
사측에 광학 보상 소자를 배치했을 경우, 광학 보상 소자가 비교적 강한 조명광에 노출되어 그의 광학 특성이 변화되기 쉽
고, 특히 자외선을 포함하는 조명광이 입사할 경우, 광학 보상 소자의 정기적 교환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의 광학
조립체에 있어서는, 광변조 소자의 사출측에만 광학 보상 소자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광변조 소자가 필터로 되어서 광학
보상 소자의 특성 열화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화상 표시의 콘트라스트를 장기간에 걸쳐 유지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유지 부재가 광학 보상 소자를 고정하는 가동 프레임체와, 해당 가동 프레임체를 수
용하는 동시에 해당 가동 프레임체를 피봇 축을 거쳐서 광 축 주위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본체 부재와, 가동 프레임체
의 주변에 설치한 소정 부위를 본체 부재에 대하여 광 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조정해서 고정하는 조정 나사 부재를 갖는다.
이 경우, 광학 보상 소자가 가동 프레임체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광학 보상 소자의 안정한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동시에,
광학 보상 소자를 피봇 축에 지지된 가동 프레임체에 의해 용이하고 또한 정밀하게 회전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본체 부재가 제 2 편광판을 유지하는 고정 프레임체를 수용한다. 이 경우,
광학 보상 소자와 제 2 편광판을 일체화하여 유지 부재내에 수납할 수 있고, 각 색의 광변조 소자와 광합성 수단의 간격을
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합성 수단이나 후단에 배치되는 투사 광학계 등의 설계의 자유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고정 프
레임체는 본체 부재와 일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고정 프레임체와 본체 부재 사이에 가동 프레임체를 협지하여 유지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다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가동 프레임체가 광학 보상 소자를 착탈가능하게 고정한다. 이 경우,
열화한 광학 보상 소자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학 보상 소자를 좁은 공간에 수납되어도 화상 표시의 콘트라스트 등의
결상 특성을 정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다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가동 프레임체가 광학 보상 소자를 광 축에 수직한 가로 방향으로 소정
이상의 힘에 대응해 슬라이드 가능하게 유지함으로써 광학 보상 소자를 착탈 가능하게 한다. 이 경우, 광 축에 수직한 가로
방향의 슬라이드에 의해 광학 보상 소자를 간소화 또한 공간 절약으로 교환할 수 있고, 광학 보상 소자의 교환 작업성을 높
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다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유지 부재가 광 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통기(通氣)를 허용하는 공냉 통
로를 구비한다. 이 경우, 광학 유닛의 효율적 공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또다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유지 부재가 판금 가공에 의해 형성된 부품(parts)을 조립한 것이다. 이
경우, 광학 보상 소자 등을 좁은 공간에 안정시켜 유지하면서, 광학 보상 소자 등의 주변에 충분히 넓은 공냉 통로를 확보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다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광합성 수단이 한쌍의 유전체 다층막을 내장하는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이다. 이 경우, 3색의 상광을 일괄해서 합성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다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유지 부재가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의 입사면에 접착된다. 이 경우,
광학 유닛과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을 일체의 것으로서 취급할 수 있고, 이러한 광학 조립체를 단위(unit)로서 취급할
수 있으므로, 조립, 분해, 수리 등의 작업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프로젝터는 (a) 상술의 광학 조립체와, (b) 소정 색을 포함하는 각 색의 조명광을 광학 조립체에 조립된 소
정 색용의 광학 유닛과 다른 색용의 광학 유닛에 각각 입사되는 조명 광학계와, (c) 광학 조립체에 조립된 광합성 수단을
거쳐서 합성된 상광을 투사하는 투사 광학계를 포함한다.

상기 프로젝터에 있어서, 각 색의 조명광이 각 색의 광변조 장치에 입사하고, 각 색의 광변조 장치에 의해 각 색의 상광으
로 변조된 후에 광합성 부재에 의해 합성되어, 투사 광학계를 거쳐서 합성후의 상광이 스크린상으로 투사된다. 이 경우, 본
발명에 관한 상술한 바와 같은 광학 조립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광학 보상 소자의 열화를 방지하면서 화상 표시에 있어
서의 콘트라스트를 용이하게 높일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에 따른 프로젝터의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측면도이다. 이 프로젝터(10)는 배면 투사에 의해
화상을 표시하는 리어 프로젝션(rear projection) 타입의 장치이며, 하우징인 케이스(12)의 바닥부에 프로젝터 본체(14)을
구비하고, 케이스(12)내의 배면측 상부에 반사 미러(16)를 구비하고, 케이스(12) 정면에 투과형 스크린 부재(18)를 구비한
다. 프로젝터 본체(14)로부터 사출된 상광은 광 축(OA1)을 중심으로 후방으로 비스듬하게 위로 진행하고, 반사 미러(16)
에 의해 광 축(OA2)을 중심으로 정면측으로 굴곡될 수 있어서 투과형 스크린 부재(18)에 설치한 스크린 부분에 입사한다.
또한, 이들 프로젝터 본체(14), 반사 미러(16), 및 투과형 스크린 부재(18)는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수단에 의해 케이스
(12)내에 위치 결정해서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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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의 프로젝터(10)중 프로젝터 본체(14)의 구조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프로젝터 본체(14)는 광원
광을 발생시키는 광원 장치(21)와, 광원 장치(21)로부터의 광원 광을 RGB의 3색으로 분할하는 색분할 광학계(23)와, 색분
할 광학계(23)로부터 사출된 각 색의 조명광에 의해 각각 조명되는 3개의 액정 광 밸브(25a, 25b, 25c)로 이루어지는 광변
조부(25)와, 광변조부(25)로부터의 각 색의 상광을 합성하는 광합성 부재인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27)과, 크로스 다이
크로익 프리즘(27)을 거친 상광을 투과형 스크린 부재(18)(도 1 참조)에 투사하기 위한 렌즈계인 투사 렌즈(29)를 구비한
다.

광원 장치(21)는 광원 램프(21a)와, 한쌍의 플라이 아이 광학계(fly's eye optical systems)(21b, 21c)와, 편광 변환 부재
(21d)와, 중첩 렌즈(21e)를 구비한다. 여기에서, 광원 램프(21a)는 예를 들면 고압 수은 램프로 되고, 광원 광을 시준
(collimating)하기 위한 오목 미러를 구비한다. 또한, 한쌍의 플라이 아이 광학계(21b, 21c)는 메트릭스(matrix) 형상으로
배치된 복수의 요소 렌즈로 되고, 이들 요소 렌즈에 의해 광원 램프(21a)로부터의 광원 광을 분할해서 개별적으로 집광·발
산시킨다. 편광 변환 부재(21d)는 플라이 아이 광학계(21c)로부터 사출된 광원 광을 도 2의 지면에 평행한 P 편광 성분만
으로 변환해서 차단 광학계에 공급한다. 중첩 렌즈(21e)는 편광 변환 부재(21d)를 거친 조명광을 전체로서 적당히 수속시
켜서, 각 색의 광변조 장치, 즉 액정 광 밸브에 대한 중첩 조명을 가능하게 한다. 즉, 플라이 아이 광학계(21b, 21c) 양자와
중첩 렌즈(21e)를 거친 조명광은 이하에 상술하는 색분할 광학계(23)을 거쳐서, 광변조부(25)에 설치된 각 색의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를 균일하게 중첩 조명한다.

색 분할 광학계(23)는 제 1 및 제 2 다이클로익 미러(23a, 23b)와, 3개의 필드 렌즈(field lenses)(23f 내지 23h)와, 반사
미러(23i, 23j, 23k)를 구비하고, 광원 장치(21)와 함께 조명 장치를 구성한다. 제 1 다이클로익 미러(23a)는 RGB의 3색
중 R 광을 반사해 G 광 및 B 광을 투과시킨다. 또한, 제 2 다이클로익 미러(23b)는 GB의 2색 중 G 광을 반사해 B 광을 투
과시킨다. 이 색분할 광학계(23)에 있어서, 제 1 다이클로익 미러(23a)로 반사된 R 광은 반사 미러(23i)를 거쳐서 입사 각
도를 조절하기 위한 필드 렌즈(23f)에 입사한다. 또한, 제 1 다이클로익 미러(23a)를 통과해서 제 2 다이클로익 미러(23b)
에 의해 반사된 G 광은 필드 렌즈(23g)에 입사한다. 또한, 제 2 다이클로익 미러(23b)를 통과한 B 광은 광로차(optical
path difference)를 보상하기 위한 릴레이(relay) 렌즈(LL1, LL2) 및 반사 미러(23j, 23k)를 거쳐서 입사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필드 렌즈(23h)에 입사한다.

광변조부(25)는 각각이 광변조 장치인 3개의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와, 각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의 입사측에
각각 배치되는 3개의 제 1 편광 필터(25e 내지 25g)와, 각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의 사출측에 각각 배치되는 3개의
제 2 편광 필터(25h 내지 25j)를 구비한다. 또한, R 광 및 G 광용 제 1 편광 필터(25c, 25f)와 대응하는 액정 광 밸브(25a,
25b) 사이에는, 광학 보상 소자(26a, 26b) 각각이 위치되어 있다. 또한, B 광용 액정 광 밸브(25c)와 제 2 편광 필터(25j)
사이에는 광학 보상 소자(26c)가 배치되어 있다. 제 1 다이클로익 미러(23a)에 의해 반사된 R 광은 필드 렌즈(23f) 등을 거
쳐서 액정 광 밸브(25a)에 입사해서 이 액정 광 밸브(25a)를 조명한다. 제 1 다이클로익 미러(23a)를 투과해서 제 2 다이
클로익 미러(23b)에 의해 반사된 G 광은 필드 렌즈(23g) 등을 거쳐서 액정 광 밸브(25b)에 입사해서 이 액정 광 밸브
(25b)를 조명한다. 제 1 및 제 2 다이클로익 미러(23a, 23b)의 쌍방을 투과한 B 광은 필드 렌즈(23h) 등을 거쳐서 액정 광
밸브(25c)에 입사해서 이 액정 광 밸브(25c)를 조명한다. 각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는 입사한 조명광의 공간적 강도
분포를 변조하는 비발광형(non-light-emission type)의 광변조 장치이며, 각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에 각각 입사한
3색의 광은 각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에 전기적 신호로서 입력된 구동 신호 또는 화상 신호에 따라 변조된다. 그 때,
제 1 편광 필터(25e 내지 25g)에 의해, 각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에 입사하는 조명광의 편광 방향이 조정되는 동시
에, 제 2 편광 필터(25h 내지 25j)에 의해, 각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로부터 사출되는 변조 광으로부터 소정의 편광
방향의 변조 광이 취출된다. 또한, R 광 및 G 광용 액정 광 밸브(25a, 25b)의 입사측에 배치된 각 광학 보상 소자(26a,
26b)와, B 광용 액정 광 밸브(25c)의 사출측에 배치된 광학 보상 소자(26c)에 의해, 각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의 액정
층에 전계를 형성했을 때에 남아 있는 위상차를 보상해서 흑 레벨의 표시를 향상시킨다.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27)은 광합성 부재이며, R 광 반사용 유전체 다층막(27a)과 B 광 반사용 유전체 다층막(27b)을
직교시킨 상태로 내장하는 것이며, 액정 광 밸브(25a)로부터의 R 광을 유전체 다층막(27a)에 의해 반사시켜 진행 방향오
른쪽으로 사출시켜, 액정 광 밸브(25b)로부터의 G 광을 유전체 다층막(27a, 27b)을 거쳐서 직진·사출시켜, 액정 광 밸브
(25c)로부터의 B 광을 유전체 다층막(27b)에 의해 반사시켜 진행 방향 좌측으로 사출시킨다. 이렇게 하여, 크로스 다이크
로익 프리즘(27)에 의해 합성된 합성 광은 투사 렌즈(29)에 입사한다.

도 3은 도 1의 프로젝터 본체(14)의 주요부의 외관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시도이다. 프로젝터 본체(14)에 설치
된 베이스 부재(30) 상에는, 색분할 광학계(23)이나, 도시를 생략하는 광원 장치 등이 정렬된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 또한,
이 베이스 부재(30)에는 장착 부재(31)가 고정되고 있고, 이 장착 부재(31)을 거쳐서 투사 렌즈(29)와,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27), 광변조부(25) 등으로 이루어지는 POP(panel on prism) 유닛(33)이 정렬된 상태로 지지되어 있다.

도 4는 도 3에 도시하는 POP 유닛(33)의 구조를 설명하는 사시도이다. 이 POP 유닛(33)은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27)
과, 광변조 유닛(25R, 25G, 25B)과, 사출 필터 유닛(125R, 125G, 125B)을 구비한다. 배후의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
(27)은 연결 부재(34)를 통해 도 3의 장착 부재(31)에 고정된다.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27)의 3개의 입사측면에는, 사
출 필터 유닛(125R, 125G, 125B)이 각각 정렬되어 부착될 수 있고, 또한, 이들 사출 필터 유닛(125R, 125G, 125B)에 대
향해서 광변조 유닛(25R, 25G, 25B)이 각각 정렬되어서 고정되어 있다. 각 사출 필터 유닛(125R, 125G)은 각각 도 2에
도시하는 제 2 편광 필터(25h, 25i)를 내장하고, 사출 필터 유닛(125B)은 광학 보상 소자(26c) 및 편광 필터(25j)를 내장한
다. 또한, 각 광변조 유닛(25R 내지 25B)은 각각 도 2에 도시하는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를 내장한다. 또한, 각 광변
조 유닛(25R, 25G, 25B)으로부터는, 플랫형의 배선 케이블(CA)이 각각 연장되어 있다.

도 3으로 돌아가서, POP 유닛(33)의 주변에는, 광변조부(25)를 구성하는 제 1 입사 필터 유닛(225R, 225G, 225B)과, 제
2 입사 필터 유닛(325R, 325G)이 배치되어 있다. 제 1 입사 필터 유닛(225R 내지 225B)은 각각 도 2에 도시하는 제 1 편
광 필터(25e 내지 25g)를 내장하고, 제 2 입사 필터 유닛(325R, 325G)은 각각 광학 보상 소자(26a, 26b)를 내장한다. 또
한, B 광용 제 1 입사 필터 유닛(225B)의 차단에는, 제 2 입사 필터 유닛, 즉 광학 보상 소자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B 광용 광로에 자외광이 다소 입사하는 것을 고려하여, 입사측의 광학 보상 소자를 생략해 액정 광 밸
브(25c)의 사출측에 광학 보상 소자(26c)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립시에는, 투사 렌즈(29), POP 유닛(33) 등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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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착 부재(31)를 일체로서 하측의 -Z 방향으로 접촉할 때까지 슬라이드 이동시킴으로써, POP 유닛(33), 즉 크로스 다
이크로익 프리즘(27) 등이 베이스 부재(30)에 설치된 리세스(recession)에 끼워 넣어진다. 이 상태에서, 장착 부재(31)와
베이스 부재(30)를 적소에 적시 고정함으로써, 색분할 광학계(23)와 광변조부(25) 등의 광학적 정렬이 확보된다.

도 5는 R 광용 제 1 입사 필터 유닛(225R)과 제 2 입사 필터 유닛(325R)의 구조를 설명하는 평면도이며, 도 6은 양 입사
필터 유닛(225R, 325R)의 측방 단면도이다. 제 1 입사 필터 유닛(225R)에서는, 편광 필터(25e)가 프레임(51)에 의해 유
지된 상태로 베이스 부재(30)의 지지부(53, 54)에 지지되어 있다. 프레임(51)은 전체로서 원판 형상으로 형성되는 동시에,
액정 광 밸브(25a)에 대한 부착 자세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용 볼트(AB1)를 삽입 통과가능한 긴 구멍이 형성된 스테이
(stay)(51a)가 그 가로 방향으로 돌출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즉, 프레임(51)은 베이스 부재(30)에 설치한 지지부(53, 54)의
2점으로 지지되어서, 필드 렌즈(23f)를 투과한 R 색의 조명광의 편광 방향을 미세 조정할 수 있게 부착되어 있다.

한편, 제 2 입사 필터 유닛(325R)에 있어서, 광학 보상 소자(26a)가 편광 필터(25e)의 경우와 같이 원판 형상의 프레임
(52)에 유지된 상태로, 베이스 부재(30)에 설치된 지지부(53, 54)의 2점으로 지지되어서, 편광 필터(25e)를 통과한 편광
광에 소망의 위상차를 부여한다.

이상에 있어서, 편광 필터(25e)용 프레임(51)과 광학 보상 소자(26a)용 프레임(52)은 서로 동일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베이스 부재(30)에 대한 부착을 역방향으로 하도록 하여, 편광 필터(25e) 및 광학 보상 소자(26a)용 각 스테이(51a, 52a)
가 상반하는 측의 가로 방향으로 각각 돌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도 5 참조). 또한, 스테이(51a, 52a)의 긴 구멍에 삽입 통
과된 조정용 볼트(AB1, AB2)는 베이스 부재(30)에 설치한 볼트 구멍(55, 55)에 볼트 체결되어 있다. 또한, 각 스테이
(51a, 52a)와 베이스 부재(30) 사이에는, 각 스테이(51a, 52a)를 상방향으로 부세하는 스프링(S)이 배설되어 있다. 각 스
프링(S)은 스프링 코일으로 구성되고, 그 중심부에 조정용 볼트(AB1, AB2)를 삽입 통과시킴으로써, 각 스프링(S)의 스테
이(51a, 52a) 및 베이스 부재(30) 사이로부터의 이탈이 규제되어 있다.

도 7은 B 광용 제 1 입사 필터 유닛(225B)의 구조를 설명하는 평면도이다. 이 제 1 입사 필터 유닛(225B)에 있어서, 편광
필터(25g)가 도 5 및 도 6에 도시하는 편광 필터(25e)의 경우와 같이, 원판 형상의 프레임(51)으로 유지된 상태로 베이스
부재(30)에 설치한 지지부(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의 2점으로 지지되어 있고, 조정용 볼트(AB1)의 체결량을 조절함으로
써, 필드 렌즈(23h)를 투과한 B 색의 조명광의 편광 방향을 미세 조정 할 수 있다.

또한, G 광용 제 1 입사 필터 유닛(225G)과 제 2 입사 필터 유닛(325G)에 대해서서는, R 광용 제 1 입사 필터 유닛(225R)
과 제 2 입사 필터 유닛(325R)이 각기 동일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필드 렌즈(23g)를 투과한 G
색의 조명광의 편광 방향을 편광 필터(25f)에 의해 미세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도 8은 POP 유닛(33)에 있어서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27)에 부착될 수 있는 사출 필터 유닛(125B)의 측방 단면도이
며, 도 9는 사출 필터 유닛(125B)의 정면도이다. 이 사출 필터 유닛(125B)은 광학 보상 소자(26c) 등을 유지하기 위한 유
지 부재로서 기능하고, 광학 보상 소자(26c)를 고정하는 가동 프레임체(71)과, 편광 필터(25j)를 고정하는 고정 프레임체
(72)와, 가동 프레임체(71) 및 고정 프레임체(72)를 수용하는 본체 부재(73)로 이루어지고, 각각 판금 가공에 의해 형성된
다.

가동 프레임체(71)는 전체로서 사각형의 외형을 갖고, 중앙의 얕은 홈 형상의 단차 부분(71a)에 사각형의 개구(71b)를 구
비한다. 이 단차 부분(71a)에는, 광학 보상 소자(26c)가 끼워져서, 클립 부분(71c)에 의해 고정된다. 이 클립 부분(71c)은
광학 보상 소자(26c)를 단차 부분(71a)의 바닥부에 소정의 가압력으로 가압하고 있어, 광학 보상 소자(26c)를 홈 방향, 즉
가로 방향(CD)으로 소정 이상의 응력으로 누르는 것에 의해, 가로 방향(CD)으로 슬라이드시킬 수 있다. 이로써, 사출 필터
유닛(125B)을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27)에 고정한 채의 상태로 광학 보상 소자(26c)를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한, 광학 보상 소자(26c)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제의 투명판(TP) 상에 접착제 또는 양면 테이프에 의해 WV 필름(PF)을 부
착시킨 것이다. 한편, 가동 프레임체(71)는 본체 부재(73)와 이것에 고정된 고정 프레임체(72) 사이에 협지되어 있고, 본체
부재(73)로부터 돌기하는 축(AX)과 감합하는 원형 개구(71d)를 갖는다. 이로써, 가동 프레임체(71)는 본체 부재(73)에 대
하여 피봇 축인 축(AX) 주위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고, 광학 보상 소자(26c)를 축(AX) 주위로 회전시킬 수 있다. 즉, WV
필름(PF)을 광 축에 수직한 면내에서 회전시키고, 도 7 등에 도시하는 액정 광 밸브(25c)를 통과한 편광 광에 소망의 위상
차를 부여하여 적정한 광학 보상을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가동 프레임체(71)의 코너 부분에는, L자 형상의 절곡에 의해 스
테이(71g)가 형성되고 있고, 이 스테이(71g)의 나사 구멍(71h)에는, 본체 부재(73)측으로부터 연장되는 조절 나사(AS)의
선단이 나사체결된다. 이로써, 가동 프레임체(71)를 본체 부재(73)에 대하여 적당한 회전 위치에 고정할 수 있고, 가동 프
레임체(71), 즉 광학 보상 소자(26c)의 안정된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고정 프레임체(72)도, 전체로서 사각형의 외형을 갖고, 중앙의 깊은 홈 형상의 단차 부분(72a)에 사각형의 개구(72b)를 구
비한다. 이 단차 부분(72a)에는, 편광 필터(25j)가 끼워 넣어져, 접착제 등에 의해 고정된다. 또한, 편광 필터(25j)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제의 투명판(TP)상에 접착제 또는 양면 테이프에 의해 편광 필름(PF)을 부착시킨 것이다. 한편, 고정 프레
임체(72)는 가동 프레임체(71)를 협지하여 본체 부재(73)에 나사(BS)에 의해 고정되어 있어, 가동 프레임체(71)의 탈락을
방지하지만, 가동 프레임체(71)의 경우와 같이 편광 필터(25j)를 회전시킬 수는 없다.

본체 부재(73)는 전체로서 사각형의 외형을 갖지만, 가동 프레임체(71)나 고정 프레임체(72)보다도 큰 윤곽을 갖고, 중앙
에 사각형 개구(73a)를 갖는다. 본체 부재(73)는 ㄷ자형 상단면의 상부(73b)의 일단에 홈(73c)을 갖고, 이 홈(73c)에는 조
정 나사 부재인 조절 나사(AS)가 부착될 수 있다. 즉, 조절 나사(AS)는 드라이버를 삽입하기 위한 십자 홈을 갖는 헤드(81)
와, 헤드(81)에 근접해서 소정 간격 형성된 환상의 칼라부(annular collar portion)(82)와, 헤드(81)와 칼라부(82) 사이에
형성된 계지 홈(83)과, 칼라부(82)의 선단측으로 연장하는 나사부(84)를 구비한다. 드라이버를 헤드(81)에 삽입하여 회전
시킴으로써, 본체 부재(73)의 상부(73b)와, 가동 프레임체(71)의 스테이(71g)의 간격을 조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 프
레임체(71), 즉 광학 보상 소자(26c)의 회전 위치의 조정이 가능해지고, 또한 광학 보상 소자(26c)를 안정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본체 부재(73)의 이면측의 상하 한쌍의 접촉 부재(73e, 73f)는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27)의 측면에 접촉
하는 것이며, 접착제나 양면 테이프에 의해 정상적으로 고정된다. 또한, 본체 부재(73)의 4 구석의 4 군데에는, 도 4에 도
시하는 광변조 유닛(25B)에 설치한 유지 구멍에 삽입하기 위한 삽입 핀(85)이 부착되어 있다. 이들 삽입 핀(85)을 가이드
로서 광변조 유닛(25B)을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27) 등에 대하여 고정할 수 있다. 또한, 광변조 유닛(25B)의 유지 구
멍과 삽입 핀(85)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형성되어 있어, 광변조 유닛(25B)을 에폭시 수지 등을 이용해서 삽입 핀(85)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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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때에, 광변조 유닛(25B)과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27)의 정밀한 정렬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사출 필터 유닛
(125B)을 구성하는 각부재(71, 72, 73)는 판금 가공에 의해 형성된 부품이며, 도 8 등으로부터도 명확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 축에 수직한 가로 방향으로의 통기를 가능하게 하는 공냉 통로(CP)를 넓게 확보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결과, 광
학 보상 소자(26c)나 편광 필터(25j)를 효율적으로 냉각할 수 있고, 결상 특성의 변동이나 열화를 억제할 수 있다.

도 10은 사출 필터 유닛(125B)의 기능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0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가동 프레임체(71)는 본체 부
재(73)나 고정 프레임체(72)에 대하여 축(AX) 주위로 회전 가능하게 되어, 가동 프레임체(71)에 유지된 광학 보상 소자
(26c)의 그 면내에서 회전 자세를 조절 할 수 있다. 또한, 도 10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가동 프레임체(71)는 광학 보상 소
자(26c)를 착탈 가능하게 유지하고 있어, 가동 프레임체(71)가 그의 특성이 열화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광학 보상 소자
(26c)로 교환될 수 있다.

이상은 B 광용 사출 필터 유닛(125B)의 구조의 설명이었지만, 다른 RG 광용 사출 필터 유닛(125R, 125G)에 대해서는, 제
2 편광 필터(25h, 25i)를 홀더(holder)에 고정하고 이러한 홀더를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27)의 대응하는 측면에 부착
시키는 것 뿐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하, 도 3에 도시하는 POP 유닛(33) 등의 조립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27)의 3개의 입사면
에 3개의 사출 필터 유닛(125R, 125G, 125B)을 정렬하면서 고정한다. 그 후, 이들 사출 필터 유닛(125R, 125G, 125B)에
대향해서 3개의 광변조 유닛(25R, 25G, 25B)을 각각 정렬해서 고정한다. 다음에,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27)을 연결
부재(34)를 통해 장착 부재(31)에 고정한다. 이렇게 조립된 장착 부재(31)는 베이스 부재(30)에 고정된다. 이 때, 장착 부
재(31)측의 광변조부(25) 등과 베이스 부재(30)측의 색분할 광학계(23) 등이 광학적으로 정렬된다. 그 후, 예를 들면 투과
형 스크린 부재(18)에 투사되는 화상을 계측하면서 각 색의 제 1 입사 필터 유닛(225R 내지 225B)의 조정용 볼트(AB1)를
적당히 회전시켜, 투사 화상의 콘트라스트가 높아지는 위치로 조정한다. 또한, 투과형 스크린 부재(18)에 투사되는 화상을
계측하면서 제 2 입사 필터 유닛(325R, 225G)의 조정용 볼트(AB2)나 사출 필터 유닛(125B)의 조절 나사(AS)를 적당히
회전시켜, 투사 화상의 콘트라스트가 높아지는 위치로 조정한다. 이상과 같은 제 1 편광 필터(25e 내지 25g)나 광학 보상
소자(26a 내지 26c)의 회전 자세의 조절을 반복함으로써, 투사 화상의 콘트라스트를 서서히 높일 수 있다.

이하, 도 1 등에 도시하는 본 실시형태의 프로젝터(10)의 전체적인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광원 장치(21)로부터의 광원
광은 색분할 광학계(23)에 의해 색분할되어, 광변조부(25)에 설치한 각 색의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에 조명광으로서
각각 입사한다. 각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는 화상 신호에 의해 변조되어서 2차원적 굴절율 분포를 갖고 있어, 조명광
을 2차원 공간적으로 화소 단위로 변조한다. 이에 따라, 광변조부(25)에 의해 각 색 마다 변조된 조명광, 즉 상광은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27)에 의해 합성되어서 투사 렌즈(29)로 입사한다. 투사 렌즈(29)에 입사한 상광은 투과형 스크린 부재
(18)에 투영된다. 여기에서,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의 전후로 광학 보상 소자(26a 내지 26c)를 배치하기 때문에, 각
색의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의 입사측이나 사출측에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는 위상차가 광학 보상 소자(26a 내지
26c)의 회전 자세의 조정에 의해 해소되어, 투과형 스크린 부재(18)에 표시되는 칼라 화상의 콘트라스트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자외광을 일부에 포함하는 B 광에 대해서는, 광학 보상 소자(26c)가 액정 광 밸브(25c)의 후단에 배치되므로, 이것
을 액정 광 밸브(25c)의 전단에 배치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광학 보상 소자(26c)의 시간 경과 열화를 방지할 수 있고, 화상
표시의 콘트라스트를 장기간에 걸쳐 유지 할 수 있다.

이상, 실시 형태에 의거해서 본 발명을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 형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상기 실
시 형태에서는, B 광에 대해서만 액정 광 밸브(25c)의 후단에 광학 보상 소자(26c)를 배치하고 있지만, R 광이나 G 광도
같은 구조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도 광학 보상 소자(26a 내지 26c)의 열화를 억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 2 입사 필터
유닛(325R, 325G)을 생략하고, 사출 필터 유닛(125R, 125G)을 사출 필터 유닛(125B)과 동일한 것으로 교환한다.

또한, 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제 2 편광 필터(25h 내지 25j)를 고정식으로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제 1 편광 필터(25e 내
지 25g)를 고정하는 동시에, 제 2 편광 필터(25h 내지 25j)를 사출 필터 유닛(125B)과 유사한 기구에 의해 각도 조절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즉, 액정 광 밸브(25a 내지 25c)의 입사측에 제 1 편광 필터(25e 내지 25g)의 조정 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나, 조명 범위의 관계상, 제 1 편광 필터(25e 내지 25g)를 회전 조정함으로써 사이즈가 커지는 부분만큼의 비용
을 삭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 1 편광 필터(25e 내지 25g)측을 고정식으로 한다. 그리고, 사출 필터 유닛(125B)에 있어
서, 광학 보상 소자(26c) 대신에 그 위치에 제 2 편광 필터(25j)를 부착하면, 제 2 편광 필터(25h)의 회전 자세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색에 대해서도, 각 사출 필터 유닛(125R, 125G) 대신에 사출 필터 유닛(125B)과 유사한 기구를 각
각 조립하고, 광학 보상 소자(26c) 대신에 그 위치에 제 2 편광 필터(25h, 25i)를 부착하면, 제 2 편광 필터(25h, 25i)의 회
전 자세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WV 필름의 열화를 방지하면서 흑 레벨의 표시를 향상시킬 수 있고, 투과형 스크린 부재에 표시되는 칼라 화상
의 콘트라스트를 높일 수 있으며, 광학 보상 소자의 시간 경과 열화를 방지할 수 있고, 화상 표시의 콘트라스트를 장기간에
걸쳐 유지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조명광에 의해 조명되는 투과형의 광변조 소자와, 상기 광변조 소자의 입사측에 직접 대향해서 배치되는 제 1 편광판과,
상기 광변조 소자의 사출측에 배치되는 제 2 편광판과, 상기 광변조 소자와 상기 제 2 편광판 사이에 배치되는 광학 보상
소자와, 상기 광학 보상 소자를 상기 광학 보상 소자의 광 축(optical axis) 주위의 회전 자세를 조절 가능하게 유지하는 유
지 부재를 구비하는 소정 색용의 광학 유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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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광학 유닛에 조립된 상기 제 2 편광판의 사출측에 배치되어, 상기 소정 색용의 광학 유닛으로부터의 상광(image
light)과 다른 색의 상광을 합성해서 사출하는 광합성 수단(light combining means)을 포함하는

광학 조립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지 부재는,

상기 광학 보상 소자를 고정하는 가동 프레임체와,

상기 가동 프레임체를 수용하는 동시에 상기 가동 프레임체를 피봇 축(pivot shaft)을 거쳐서 광 축 주위로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본체 부재와,

상기 가동 프레임체의 주변에 설치한 소정 부위를 상기 본체 부재에 대하여 광 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조정해서 고정하는
조정 나사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조립체.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 부재는 상기 제 2 편광판을 유지하는 고정 프레임체를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조립체.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 프레임체는 상기 광학 보상 소자를 착탈가능하게 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조립체.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 프레임체는 상기 광학 보상 소자를 광 축에 수직한 가로 방향으로 소정 이상의 힘에 대응해 슬라이드 가능하게
유지함으로써 상기 광학 보상 소자를 착탈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조립체.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지 부재는 광 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통기(通氣)를 허용하는 공냉 통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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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지 부재는 판금 가공에 의해 형성된 부품(parts)을 조립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조립체.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합성 수단은 한쌍의 유전체 다층막을 내장하는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조립체.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유지 부재는 상기 크로스 다이크로익 프리즘의 입사면에 접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조립체.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9 항중 어느 한 항에 따른 광학 조립체와,

상기 소정 색을 포함하는 각 색의 조명광을 상기 광학 조립체에 조립한 상기 소정 색용의 광학 유닛과 다른 색용의 광학 유
닛에 각각 입사되는 조명 광학계와,

상기 광학 조립체에 조립된 상기 광합성 수단을 거쳐서 합성된 상광을 투사하는 투사 광학계를 포함하는

프로젝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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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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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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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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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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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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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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