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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

요약

본 발명은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스크린 

쪽으로부터 시작하여 네거티브 파워를 가진 제 1 렌즈군과; 포지티브 파워를 가진 제 2 렌즈군과; 제 1 렌즈군과 제 2

렌즈군 사이에 어퍼쳐 스탑을 위치시키고; 제 1 렌즈군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비구면 렌즈 엘리먼트와 적어도 3개 이

상의 구면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하며, 제 1 렌즈군의 스크린 반대쪽으로 맨 끝에 있는 렌즈 엘리먼트는 포지티브 파워

를 갖도록 하고; 제 2 렌즈군은 세 개의 렌즈 엘리먼트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삼접합렌즈를 포함하고 삼접합렌즈로부

터 스크린 반대쪽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포지티브 파워를 가진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하여 프로젝션 렌즈를 구성함으

로써, 60도 이상의 화각을 가져 프로젝션 TV(또는 모니터)의 두께를 줄이고, 긴 후면초점거리를 확보하여 색분리/합

성용 광학부품의 배치가 용이하게 하며, 텔레센트릭 설계를 하여 색분리/합성용 광학부품의 성능이 높게 유지되도록 

하며, 종색수차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블록구성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의 일 실시예를 보인 도면이며,

도 3은 도 2에 대한 제 1 실시예를 보인 테이블이고,

도 4는 도 3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MTF의 분석결과를 보인 그래프이며,

도 5는 도 2에 대한 제 2 실시예를 보인 테이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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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5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레이아웃을 광선과 함께 표현한 도면이며,

도 7은 도 5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MTF의 분석결과를 보인 그래프이고,

도 8은 도 2에 대한 제 3 실시예를 보인 테이블이며,

도 9는 도 2에 대한 제 4 실시예를 보인 테이블이며,

도 10은 도 2에 대한 제 5 실시예를 보인 테이블이며,

도 11은 도 2에 대한 제 6 실시예를 보인 테이블이며,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60도 이상의 화각을 가져 프로젝션 TV(또는 모니터)의 두

께를 줄이고, 긴 후면초점거리를 확보하여 색분리/합성용 광학부품의 배치가 용이하게 하며, 텔레센트릭(Telecentric

) 설계를 하여 색분리/합성용 광학부품의 성능이 높게 유지되도록 하며, 종색수차를 감소시키기에 적당하도록 한 프

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개인적으로 여유나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려는 성향이 증대되면서 개인의 자유 공간에서 영화

나 기타 영상물을 시청하려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성향에 부응하여 영상의 디스플레이 장치들의 화면 또는

스크린이 대형화되는 추세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화면 혹은 스크린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근래 개발되어진 기술이 영사기의 개념이 도입되어진 프로젝션 기

술을 이용한 데이터 프로젝터, 프로젝션 TV, 프로젝션 모니터 등등 있는데, 이에 사용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

를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최근 디스플레이가 대형화되면서 프로젝션 방법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배면 투사형 TV(

또는 모니터)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배면 투사형 TV(또는 모니터)는 화면의 대형화 뿐만 아니라 두께의 최소

화 등을 포함한 시스템 크기의 최소화, 최소 화소수의 증가와 광량 증가, 조명의 균일도 증가 등에 따른 고화질화가 요

구되어지고 있다.

도 1에서, 참조번호 11은 초고압 수은램프(Light source)인 광원이고, 12는 반사경이며, 13은 일루미네이션 옵틱(ill

umination optic)이다. 또한 참조번호 21은 편광빔 스플리터(Polarized Beam Splitter, PBS)이고, 22는 반사형 광밸

브(imager)이며, 31은 프로젝션 렌즈이고, 32는 스크린이다.

초고압 수은램프(11)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광원으로서, 초고압 수은램프(11)에서 나오는 빛의 양에 따라 프

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밝기가 정해진다.

초고압 수은램프(11)로 부터의 광은 반사경(12)으로부터 반사되어 일루미네이션 옵틱(illumination optics)(13)을 통

과하게 된다. 일루미네이션 옵틱(13)은 초고압 수은램프(11)로 부터의 광을 균일하고도 평행광에 가깝도록 만들어 최

대한의 효율을 가지고 광밸브(22)에 집속되도록 한다. 이때 사용되는 일루미네이션 옵틱(13)은 광 터널(Light tunnel

), 광 파이프(light pipe) 또는 플라이아이 렌즈(Fly-eye lens)를 사용한다. 여기서 광 파이프(light pipe)를 사용하는 

이유는 램프에서 나오는 빛에서 광의 인텐시티(intensity)가 균일하지 않아 광축 방향에서의 빛의 강도는 강하고, 광

축에서 멀어질수록 빛의 강도는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빛이 LCD에 반사되어 나오면 스크린에서 이미지의 밝

기가 균일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램프에서 나오는 균일하지 않은 빛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 광 

파이프를 사용한다.

편광빔 스플리터(21)를 통과하여 반사형 광밸브(22)로 입사되는 광은 광밸브(imager) 신호에 따라 변조되고, 백 플

레인(back plain)에서 반사된다. 그리고 프로젝션 렌즈(31)에 의해 스크린(32)으로 확대 투사된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프로젝션 렌즈(31)는 프로젝션 TV 또는 모니터의 두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짧은 투사거리를 

필요로 한다. 즉, 화각(Field of View)이 큰 프로젝션 렌즈가 요구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소 화소수의 증가와 

광밸브의 전체 유효 크기의 감소로 높은 분해능을 가진 고성능 프로젝션 렌즈가 요구되고 있다. 프로젝션 시스템의 

광량과 조명의 균일도는 조명계의 성능에 크게 좌우되지만, 조명계의 성능에 맞추어 비교적 낮은 F-number(f/3.5 이

하)와 높은 주변광량비(80% 이상)를 갖은 프로젝션 렌즈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는 조명광을 생성하는 조명계의 광경로와 프로젝션 렌즈(31)의 광경로의 축을 변경하

기 위하여, 또는 색분리/합성을 위하여 편광 프리즘이나 색필터를 프로젝션 렌즈와 광밸브 사이에 배치하여 한다. 이

러한 광부품의 배치로 프로젝션 렌즈는 충분히 긴 후면초점거리를 가져야 한다.

더욱이 편광 프리즘이나 색필터 등은 광학코팅으로 성능을 구현하는데, 이런 광학코팅은 입사면과 입사광이 이루는 

각에 따라서 성능의 변화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광부품에 입사하는 각 필드의 주광선의 입사각이 광밸브에 수직하게 입사되도록 해야 각 필드별 광학

성능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젝션 렌즈가 텔레센트릭 해야 한다.

프로젝션 렌즈(31)의 종색수차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R, G, B 삼색의 미스컨벌젼스(Misconvergence)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미스컨벌젼스가 커 지면 한 개의 흰 선이 R, G, B 삼선으로 구별이 가능해 진다. 즉, 미스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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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젼스가 크면 화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글자를 많이 표시하는 모니터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이러한 미스

컨벌젼스 문제는 심각해지게 되고, 결국 프로젝션 렌즈가 종색수차를 아주 작게 갖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래에는 이러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프로젝션 렌즈가 만족시켜야할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렌즈

는 구현되지 않았다.

또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프로젝션 렌즈가 만족시켜야 할 성능 중 어느 한 성능을 만족하거나 부분적 성능

을 만족하는 프로젝션 렌즈는 비교적 쉽게 구현이 가능하나, 모든 성능을 만족하는 프로젝션 렌즈의 구현은 어렵다. 

특히 60도 이상의 광각의 화각을 갖고 후면초점거리가 길면서 텔레센트릭한 프로젝션 렌즈가 이상의 여러 성능을 만

족할 만큼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대화면, 최소 두

께, 고화질 프로젝션 시스템에 필요한 성능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긴 후면초첨거리를 갖고 광각인 텔레센트릭 프로

젝션 렌즈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60도 이상의 화각을 가져 프로젝션 TV(또는 모니터)의 두께를 줄이고, 긴 후면초점거리

를 확보하여 색분리/합성용 광학부품의 배치가 용이하게 하며, 텔레센트릭 설계를 하여 색분리/합성용 광학부품의 성

능이 높 게 유지되도록 하며, 종색수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를 제공하는 데

있다.

더불어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화각(Field of view)이 60도 이상이고, BFL/F > 2.8 을 만족시켜 후면초점거리가 충

분히 길게 하며, 각 상고의 주광선이 물체면에 수직입사하는 텔레센트릭(Telecentric)을 만족하고, 광밸브의 최소 화

소에 의해 정해지는 나이퀴스트 주파수(Nyquist frequency)에서 MTF(Modulation Transfer Function)가 최외각 필

드(Field)에서도 40% 이상 되는 고분해능을 갖으며, 왜곡수차(Distortion)가 1% 이내이고, 색배율이 작으며, 화면 전

체의 균일한 밝기를 위해 주변 광량비가 85% 이상인 프로젝션 렌즈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는,

광원과 조명광학계, 광밸브, 색분리/합성계, 프로젝션 렌즈를 구비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상기 프로

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스크린 쪽으로부터 시작하여 네거티브 파워를 가진 제 1 렌즈군과; 포지티브 파워를 가진 제

2 렌즈군과; 상기 제 1 렌즈군과 상기 제 2 렌즈군 사이에 어퍼쳐 스탑을 위치시키고; 상기 제 1 렌즈군의 유효초점거

리를 f1, 상기 제 2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를 f2, 전체 렌즈의 유효초점거리를 f, 후면초점거리를 bfl, 두개의 렌즈군 

사이의 거리를 d 이라고 했을 때, 다음의 조건,

(1) -5.4 < d / f1 < -0.2

(2) 0.4 < d / f2 < 5.1

(3) 2.8 < bfl / f < 7.8

을 만족시키도록 하며; 상기 제 1 렌즈군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비구면 렌즈 엘리먼트와 적어도 3개 이상의 구면 렌

즈 엘리먼트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렌즈군의 스크린 반대쪽으로 맨 끝에 있는 렌즈 엘리먼트는 포지티브 파워를 갖도

록 하고; 상기 제 2 렌즈군은 세 개의 렌즈 엘리먼트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삼접합렌즈를 포함하고 상기 삼접합렌즈로

부터 스크린 반대쪽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포지티브 파워를 가진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하여 상기 프로젝션 렌즈를 

구성하는 것을 그 기술적 구성상의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상기와 같은 본 발명,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의 기술적 사상에 따른 일실시예를 도면을 참

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의 일 실시예를 보인 도면이고,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도면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원(11), 조명광학계(13), 광밸브(imager)(22), 색분리/합성계(21), 프로젝션 렌즈(31)를 구

비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상기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스크린 쪽으로부터 시작하여 네거티브 

파워를 가진 제 1 렌즈군(G1)과; 포지티브 파워를 가진 제 2 렌즈군(G2)과; 상기 제 1 렌즈군(G1)과 상기 제 2 렌즈

군(G2) 사이에 어퍼쳐 스탑(Aperture Stop)을 위치시 키고; 상기 제 1 렌즈군(G1)의 유효초점거리를 f1, 상기 제 2 

렌즈군(G2)의 유효초점거리를 f2, 전체 렌즈의 유효초점거리를 f, 후면초점거리를 bfl, 두개의 렌즈군 사이의 거리를 

d 이라고 했을 때, 다음의 조건,

(1) -5.4 < d / f1 < -0.2

(2) 0.4 < d / f2 < 5.1

(3) 2.8 < bfl / f < 7.8

을 만족시키도록 하며; 상기 제 1 렌즈군(G1)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비구면 렌즈 엘리먼트(lens element)와 적어도 

3개 이상의 구면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렌즈군(G1)의 스크린 반대쪽으로 맨 끝에 있는 렌즈 엘리먼트

는 포지티브 파워(Positive power)를 갖도록 하고; 상기 제 2 렌즈군(G2)은 세 개의 렌즈 엘리먼트의 접합으로 이루

어진 삼접합렌즈(Cemented Triplet Lens)를 포함하고 상기 삼접합렌즈로부터 스크린 반대쪽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포지티브 파워를 가진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하여 상기 프로젝션 렌즈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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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제 1 렌즈군(G1)의 비구면 렌즈 엘리먼트는, 적어도 한 면 이상이 비구면이 되도록 한다.

상기에서 제 1 렌즈군(G1)의 비구면 렌즈 엘리먼트는, 스크린 쪽에서부터 고려하여 제일 앞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상기에서 제 2 렌즈군(G2)의 삼접합렌즈는, 포지티브 옵티컬 파워(positive optical power)를 갖도록 한다.

상기에서 제 2 렌즈군(G2)의 삼접합렌즈는, 중앙의 렌즈가 네거티브 옵티컬 파워(negative optical power)를 갖도록

하고, 밖의 두 렌즈는 포지티브 옵티컬 파워를 갖도록 한다.

상기에서 제 2 렌즈군(G2)의 삼접합렌즈는, 중앙의 렌즈의 리프랙티브 인덱스(refractive index) Ndc 와 밖의 두 렌

즈의 리프랙티브 인덱스(refractive index) Nds 가 다음의 조건,

|Ndc - Nds| > 0.16

를 만족시키도록 한다.

상기에서 제 2 렌즈군(G2)의 삼접합렌즈는, 중앙의 렌즈의 애베이 넘버(Abbe number) Vdc 와 밖의 두 렌즈의 애베

이 넘버(Abbe number) Vds 가 다음의 조건,

|Vdc - Vds| > 23

를 만족시키도록 한다.

상기에서 제 2 렌즈군(G2)의 삼접합렌즈는, 중앙의 렌즈가 포지티브 옵티컬 파워를 갖고, 밖의 두 렌즈는 네거티브 

옵티컬 파워를 갖도록 한다.

상기에서 프로젝션 렌즈는, 상기 제 1 렌즈군(G1)과 상기 제 2 렌즈군(G2) 사이에 반사 거울을 더욱 포함하여 구성하

고, 상기 반사 거울은 상기 제 1 렌즈군과 어퍼처 스탑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상기 반사 거울에 의해 상기 프로젝션 

렌즈 내부에서 광경로를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상기에서 반사 거울은, 상기 반사 거울의 입사 주광선과 반사 주광선이 이루는 각도 th 가 다음의 조건,

45 < th < 90

를 만족하도록 한다.

상기에서 프로젝션 렌즈는, 상기 프로젝션 렌즈(31)와 상기 광밸브(22)에 다수의 프리즘을 추가로 접합시켜 상기 프

로젝션 렌즈(31)와 상기 광밸브(22)와 다수의 프리즘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색분리/합성용 프리즘 블록을 더욱 포함

하여 구성한다.

상기에서 프리즘 블록은, 상기 프리즘 블록의 리플렉티브 인덱스 Ndp 와 애베이 넘버 Vdp 가 다음의 조건,

Ndp > 1.64

Vdp < 33.0

를 만족시키도록 한다.

상기에서 프로젝션 렌즈는, 1% 이하의 디스토션(distortion)을 갖도록 한다.

상기에서 프로젝션 렌즈는, 84% 이상의 주변 광량비를 갖도록 한다.

상기에서 프로젝션 렌즈는, 66도 이상의 화각을 갖도록 한다.

상기에서 프로젝션 렌즈는, 상기 제 1 렌즈군(G1)과 광밸브 사이의 거리를 고정하고, 상기 제 2 렌즈군(G2)을 앞뒤로

움직여 포커싱을 조절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의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의 동작을 첨부한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에 의한 롱 백 포컬 렝스(Long Back Focal Length)를 가진 와이드 앵글 텔레센트릭 프로젝션 렌즈(Wid

e angle Telecentric Projection Lens)는 광원과 조명광학계, 광밸브(imager), 색분리/합성계, 프로젝션 렌즈를 갖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프로젝션 렌즈로써, 다수의 화소로 구성된 영상표시장치에 형상된 이미지(ima

ge)를 확대 투사하여 대화면 고화질의 영상을 표현하는 배면 투사형 프로젝션 TV(또는 모니터)용 프로젝션 렌즈이다

.

그래서 도 2에서와 같이, 네거티브 파워(Negative Power)를 가진 렌즈군 G1과 포지티브 파워(Positive Power)를 

가진 렌즈군 G2의 두개의 렌즈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렌즈군 G1 과 렌즈군 G2 사이에 어퍼쳐 스탑(Aperture Stop

)이 위치한다. G1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를 f1, G2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를 f2, 전체 렌즈의 유효초점거리를 f, 후면

초점거리를 bfl, 두개의 렌즈군사이의 거리를 d 라고 했을 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1) -5.4 < d / f1 < -0.2

(2) 0.4 < d / f2 < 5.1

(3) 2.8 < bfl / f < 7.8

첫 번째인 제 1 렌즈군 G1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비구면 렌즈 엘리먼트(lens element)와 적어도 3 개 이상의 구면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하며, 첫 번째 렌즈군 G1의 스크린 반대쪽으로 맨 끝에 있는 렌즈 엘리먼트는 포지티브 파워(Po

sitive power)를 가진다.

두 번째인 제 2 렌즈군 G2는 세 개의 렌즈 엘리먼트(Lens element)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삼접합렌즈(Cemented Tri

plet Lens)를 포함하고, 이 삼접합렌즈로부터 스크린 반대쪽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포지티브 파워(Positive power)

를 가진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해야 한다.

60도 이상의 광각의 화각을 갖으려면 상면만곡과 왜곡수차, 종색수차 등 잔여수차들이 남게 되는데, G1 렌즈군에 한 

개 이상의 적어도 한 면이 비구면인 플라스틱 비구면 렌즈를 배치하여 상면만곡 수차를 만족할 만큼 줄이고, 왜곡수

차를 1% 이내로 줄인다. 여기서 비구면 렌즈는 가공시 정교하게 깍아야 하는데, 유리를 사용할 경우 매번 깍아야 하

지만, 금형으로 플라스틱을 제작하여 사용하면 가격대와 작업공정의 감소측면에서 유리하다.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는 매우 높은 에너지의 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심하고 외부 환경에 따른 온도

변화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글라스 렌즈(Glass lens)에 비해 온도에 따른 성능 변화가 비교적 심한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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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비구면 렌즈는 온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약한 굴절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렌즈 사출시 균일한 사출온도 및 압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심부와 주변부의 두께 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첫 번째인 제 1 렌즈군 G1의 비구면 렌즈 엘리먼트는 약한 네거티브 옵티컬 파워(negativ

e optical power) 또는 약한 포지티브 옵티컬 파워(positive optical power)를 갖는다. 이 때 사용한 비구면 방정식은

다음의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1)

여기서, z는 광축방향이고, y는 광축방향과 수직인 방향이며, R은 렌즈면의 반경이고, K는 코닉 상수이며, A, B, C, D

는 비구면 계수이다.

일반적으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반사형 액정 광밸브(imager)는 R, G, B 각각의 삼원색을 표현하는

3개의 광밸브를 사용한다. 이 세 개의 광밸브의 이미지는 색분리 합성계에 의해 합성되어 프로젝션 렌즈를 통하여 확

대 투사된다. 이때 프로젝션 렌즈의 종색수차가 크면 R, G, B 각각의 이미지의 색배율 차이로 인하여 스크린 주변부

에서의 R, G, B 각각의 이미지 불일치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프로젝션 렌즈에서는 G2 렌즈군에 3개의 렌즈를 접합한 트리플 접합렌즈(Triple Cemented 

Lens)를 사용하여 종색수차를 줄였다.

트리플 접합렌즈는 포지티브 옵티컬 파워(positive optical power)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의 렌즈가 네거티브 옵티컬

파워를 갖고, 밖의 두 렌즈는 포지티브 옵티컬 파워를 갖는다. 그리고 삼접합렌즈의 중앙의 렌즈의 리프랙티브 인덱

스(refractive index) Ndc와 밖의 두 렌즈의 리프랙티브 인덱스(refractive index) Nds는 다음을 만족한다.

|Ndc - Nds| > 0.16

또한 삼접합렌즈의 중앙의 렌즈의 애베이 넘버(Abbe number) Vdc와 밖의 두 렌즈의 애베이 넘버(Abbe number) V

ds는 다음을 만족한다.

|Vdc - Vds| > 23

또한 G1 렌즈군에 구경스탑(Aperture Stop)에 가장 가까운 렌즈는 양의 굴절 능을 갖도록 배치하고, G2 렌즈군에 구

경스탑과 가장 먼 렌즈는 양의 굴절능을 갖게 하였다.

한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크기와 두께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 12에서와 같이, 프로젝션 렌즈의 첫 번째 렌즈

군 G1과 두 번째 렌즈군 G2 사이에 반사 거울을 두어 프로젝션 렌즈 내부에서 광경로를 바꿀 수 있다. 즉, 반사 거울

은 제 1 렌즈군과 어퍼처 스탑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프로젝션 렌즈 내부에서 광경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깊이(Depth)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프로젝션 렌즈와 스크린 사이에 2개 

또는 3개의 거울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비해 조정이 쉬울 뿐만 아니라 신뢰성 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때

거울의 입사 주광선과 반사 주광선이 이루는 각도 th는 다음을 만족한다.

45 < th < 90

또한 도 12의 프로젝션 렌즈처럼 첫 번째 렌즈군 G1과 두 번째 렌즈군 G2 사이에 반사 거울을 두어 프로젝션 렌즈 내

부에서 광경로를 바꿀 수 있는 구조의 렌즈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에 장착시 포커싱(focusing)을 위해 렌즈를 

광축을 따라 앞뒤로 움직일 경우 스크린 상에서 이미지의 위치가 상하로 따라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프로젝션 렌

즈는 렌즈군 G2만을 앞뒤로 움직여 포커싱 조절을 할 수 있다.

반사형 리퀴드 크리스털 광밸브(Liquid crystal imager)를 사용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는 조명광학계 및 색분리

합성계가 프로젝션 렌즈와 광밸브 사이에 위치한다.

본 발명의 프로젝션 렌즈는 광원(11), 조명광학계인 일루미네이션 옵틱(13), 광밸브(imager)(22), 색분리/합성계인 

편광빔 스플리터(21), 프로젝션 렌즈(31)를 갖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며,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스크린 쪽으로부터 시작하여 네거티브 파워(Negative Power)를 가진 렌즈군 G1과 포지티브 파워(Positive Power)

를 가진 렌즈군 G2의 두개의 렌즈군과 다수의 프리즘(Prism)의 접합으로 구성되는 색분리/합성용 프리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프로젝션 렌즈의 설계시 부터 색분리/합성용 프리즘 블록을 고려하여 프로젝션 렌즈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리즘 블록의 굴절률이 높을수록 백 포컬 렝스(Back Focal Length)의 길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

기 때문에 프로젝션 렌즈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면수차 및 축외수차를 보정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

또한 파장별 굴절률 차이가 적은 저분산 글라스(Glass) 재질의 프리즘 블록을 사용함으로써 R, G, B 각각의 삼원색을

표현하는 3개의 광밸브 때문에 야기되는 프로젝션 렌즈의 종색수차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R, G, B 각각의 이미

지의 색배율 보정에 유리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의한 프로젝션 렌즈의 색분리/합성용 프리즘 블록의 리프랙티브 

인덱스(refractive index) Ndp와 애베이 넘버(Abbe number) Vdp는 다음을 만족한다.

Ndp > 1.64

Vdp < 33.0

3개의 광밸브를 이용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경우는 R, G, B, 각각 의 판넬(Pannel)이 서로 독립적으로 조

정되기 때문에 각 파장별 백 포컬 렝스(back focal length)의 거리가 서로 다른 줌렌즈(zooming lens) 디자인을 실행

한다. 이로 인해 색배율과 MTF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젝션 렌즈의 실시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도 2에 대한 제 1 실시예를 보인 테이블이고, 도 4는 도 3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MTF의 분석결과를 보인 그래

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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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 1 실시예는 화각 80도와 전체 렌즈의 유효초점거리 F = 11.499, G1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 F1 = -69.06,

G2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 F2 = 57.23, 후면초점거리 BFL = 54.55 로 60도 이상의 광각의 화각과 BFL/F = 4.7 의 

긴 후면초점거리, 최외각 필드의 주광선이 광밸브면에 수직으로 입사는 텔레센트릭 조건을 만족한다.

도 3의 테이블 1에서 면 27의 두께는 각각의 R, G, B 삼색 판넬과 색분리/합성을 위한 광부품까지의 거리를 3개의 줌

위치를 두어 각각 5.002 mm, 5.0 mm, 5.0205 mm 로 하였다.

도 4는 스페셜 주파수(spatial frequency) 40 linepair/mm 까지의 MTF(Modulation Transfer Function)를 CODE 

V(ORA 사의 렌즈설계 소프트웨어)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도 4a는 레드(Red) 광밸브에서의 MTF이고, 도 4b는 그린(

Green) 광밸브에서의 MTF이며, 도 4c는 블루(Blue) 광밸브에서의 MTF이다. 이에 따라 모든 필드(Field)에 대해서 

40 linepair/mm에서 40% 이상의 MTF를 얻을 수 있었다.

도 5는 도 2에 대한 제 2 실시예를 보인 테이블이고, 도 6은 도 5의 제 2 실 시예에 의한 테이블 2의 레이아웃을 광선

과 함께 표현한 도면이며, 도 7은 도 5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MTF의 분석결과를 보인 그래프이다.

그래서 도 5의 테이블 2의 실시예는 화각 66도와 전체 렌즈의 유효초점거리 F = 14.99, G1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 

F1 = -151.59, G2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 F2 = 42.815, 후면초점거리 BFL = 42.242 로 60도 이상의 광각의 화각

과 BFL/F = 2.8 의 긴 후면초점거리, 최외각 필드의 주광선이 광밸브면에 수직으로 입사는 텔레센트릭 조건을 만족

한다.

테이블 2의 면 27의 두께는 각각의 R, G, B 삼색 판넬과 색분리/합성을 위한 광부품까지의 거리를 3개의 줌 위치를 

두어 각각 2.48016 mm, 2.5 mm, 2.54487 mm 로 하였다.

도 7은 스페셜 주파수 40 linepair/mm 까지의 MTF(Modulation Transfer Function)을 CODE V(ORA 사의 렌즈설

계 소프트웨어)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도 7a는 레드 광밸브에서의 MTF이고, 도 7b는 그린 광밸브에서의 MTF이며, 

도 7c는 블루 광밸브에서의 MTF이다. 이에 따라 모든 필드(Field)에 대해서 40 linepair/mm에서 40% 이상의 MTF

를 얻을 수 있었다.

도 8은 도 2에 대한 제 3 실시예를 보인 테이블이다.

도 8에서 테이블 3의 실시예는 화각 76.2도와 전체 렌즈의 유효초점거리 F = 12.172, G1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 F1

= -46.4, G2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 F2 = 44.61, 후면초점거리 BFL = 51.257 로 60도 이상의 광각의 화각과 BFL/

F = 4.2 의 긴 후면초점거리, 최외각 필드의 주광선이 광밸브면에 수직으로 입사는 텔레센트릭 조건을 만족한다.

도 9는 도 2에 대한 제 4 실시예를 보인 테이블이다.

도 9에서 테이블 4의 실시예는 화각 79.7도와 전체 렌즈의 유효초점거리 F = 12.217, G1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 F1

= -53.269, G2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 F2 = 47.65, 후면초점거리 BFL = 53.89 로 60도 이상의 광각의 화각과 BFL

/F = 4.4 의 긴 후면초점거리, 최외각 필드의 주광선이 광밸브면에 수직으로 입사는 텔레센트릭 조건을 만족한다.

도 10은 도 2에 대한 제 5 실시예를 보인 테이블이다.

도 10에서 테이블 5의 실시예는 화각 80.8도와 전체 렌즈의 유효초점거리 F = 11.195, G1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 F

1 = -34.071, G2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 F2 = 45.773, 후면초점거리 BFL = 50.75 로 60도 이상의 광각의 화각과 

BFL/F = 4.5 의 긴 후면초점거리, 최외각 필드의 주광선이 광밸브면에 수직으로 입사는 텔레센트릭 조건을 만족한다

.

도 11은 도 2에 대한 제 6 실시예를 보인 테이블이다.

도 11에서 테이블 6의 실시예는 화각 79.6도와 전체 렌즈의 유효초점거리 F = 11.555, G1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 F

1 = -73.15, G2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 F2 = 57.702, 후면초점거리 BFL = 39.762 로 60도 이상의 광각의 화각과 

BFL/F = 3.4 의 긴 후면초점거리, 최외각 필드의 주광선이 광밸브면에 수직으로 입사는 텔레센트릭 조건을 만족한다

.

이처럼 본 발명은 60도 이상의 화각을 가져 프로젝션 TV(또는 모니터)의 두 께를 줄이고, 긴 후면초점거리를 확보하

여 색분리/합성용 광학부품의 배치가 용이하게 하며, 텔레센트릭 설계를 하여 색분리/합성용 광학부품의 성능이 높게

유지되도록 하며, 종색수차를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다양한 변화와 변경 및 균등물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를 적절히 변형하여 동일하게 응용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상기 기재 내용은 하기 특허청

구범위의 한계에 의해 정해지는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는 60도 이상의 화각을 가져 

프로젝션 TV(또는 모니터)의 두께를 줄이고, 긴 후면초점거리를 확보하여 색분리/합성용 광학부품의 배치가 용이하

게 하며, 텔레센트릭 설계를 하여 색분리/합성용 광학부품의 성능이 높게 유지되도록 하며, 종색수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

또한 프로젝션 TV 또는 모니터의 깊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짧은 투사거리의 프로젝션 렌즈를 필요로 하는데

,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젝션 렌즈는 상대적으로 넓은 필드 앵글(field angle)을 요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프로젝션 렌즈는 화각이 60도 이상이면서도 종래의 프로젝션 렌즈들의 필요 조건인 해상도, 디스토션, 색배율, 주변

광량비 등을 충족할 수 있고, 또한 렌즈 내부에 반사 거울을 두어 렌즈 자체를 구부릴 수 있게 하여 전체 세트의 높이

를 최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후군 렌즈군 만의 조정으로 초점 조정을 매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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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해능이란 어떤 렌즈의 포커싱 및 콘트라스트(Contrast) 성능을 나타내는 기본 지표인데, 임의의 이미지를 렌

즈를 통해 확대투사하여 맵핑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미지의 성능을 최대한 똑같이 표현해야 하는 성능 지표의 정량적 

표현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프로젝션 렌즈는 SXGA 0.7 inch의 광밸브를 사용하여 목표 분해능값 수치적 표현

으로 40 linepair/mm의 MTF 값이 중심에서는 60% 이상, 주변에서는 40% 이상의 성능을 만족한 장점도 있다.

또한 PBS 및 다이크로익 필터(Dichroic filter) 등 광학 부품의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텔레센트릭 광학 설계가

필요한데, 즉 렌즈로 입사하는 모든 필드의 중심 광은 평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엔터런스 퓨필(enterance pupil)의 

위치는 무한대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텔레센트릭 설계를 구현하여 색분리/합성

광학부품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프로젝션 렌즈를 구현한 효과가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색분리/합성계를 배치할 수 있도록 렌즈의 후군과 전군의 파워 배분을 적절히 하여 80mm 이상의 백 

포컬 렝스(back focal length)를 확보한 효과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삼판식 프로젝션 장치의 R, G, B 각각의 패널이 서로 독립적으로 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파장별 

백 포컬 렝스의 거리가 서로 다른 줌 렌즈 디자인(zooming lens design)을 실행하고, 이로 인해 색배율과 MTF 성능

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한 와이드 앵글 렌즈(wide angle lens)는 매우 낮은 주변광량비를 가지고 있으나, 본 발명에 의한 프로젝션 렌즈는 

별도의 기구적 처리 없이도 80% 이상의 높은 주변 광량비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원, 조명광학계, 광밸브, 색분리/합성계, 프로젝션 렌즈를 구비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상기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스크린 쪽으로부터 시작하여 네거티브 파워를 가진 제 1 렌즈군과;

포지티브 파워를 가진 제 2 렌즈군과;

상기 제 1 렌즈군과 상기 제 2 렌즈군 사이에 어퍼쳐 스탑을 위치시키고;

상기 제 1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를 f1, 상기 제 2 렌즈군의 유효초점거리를 f2, 전체 렌즈의 유효초점거리를 f, 후면

초점거리를 bfl, 두개의 렌즈군 사이의 거리를 d 이라고 했을 때, 다음의 조건,

(1) -5.4 < d / f1 < -0.2

(2) 0.4 < d / f2 < 5.1

(3) 2.8 < bfl / f < 7.8

을 만족시키도록 하며;

상기 제 1 렌즈군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비구면 렌즈 엘리먼트와 적어도 3개 이상의 구면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렌즈군의 스크린 반대쪽으로 맨 끝에 있는 렌즈 엘리먼트는 포지티브 파워를 갖도록 하고;

상기 제 2 렌즈군은 세 개의 렌즈 엘리먼트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삼접합렌즈를 포함하고 상기 삼접합렌즈로부터 스

크린 반대쪽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포지티 브 파워를 가진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하여 상기 프로젝션 렌즈를 구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렌즈군의 비구면 렌즈 엘리먼트는,

적어도 한 면 이상이 비구면이 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렌즈군의 비구면 렌즈 엘리먼트는,

스크린 쪽에서부터 고려하여 제일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

션 렌즈.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렌즈군의 삼접합렌즈는,

포지티브 옵티컬 파워를 갖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렌즈군의 삼접합렌즈는,

중앙의 렌즈가 네거티브 옵티컬 파워를 갖도록 하고, 밖의 두 렌즈는 포지티브 옵티컬 파워를 갖도록 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렌즈군의 삼접합렌즈는,

중앙의 렌즈의 리프랙티브 인덱스 Ndc 와 밖의 두 렌즈의 리프랙티브 인덱스 Nds 가 다음의 조건,

|Ndc - Nds| > 0.16

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렌즈군의 삼접합렌즈는,

중앙의 렌즈의 애베이 넘버 Vdc 와 밖의 두 렌즈의 애베이 넘버 Vds 가 다음의 조건,

|Vdc - Vds| > 23

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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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렌즈군의 삼접합렌즈는,

중앙의 렌즈가 포지티브 옵티컬 파워를 갖고, 밖의 두 렌즈는 네거티브 옵티컬 파워를 갖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젝션 렌즈는,

상기 제 1 렌즈군과 상기 제 2 렌즈군 사이에 반사 거울을 더욱 포함하여 구성하고, 상기 반사 거울은 상기 제 1 렌즈

군과 어퍼처 스탑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상기 반사 거울에 의해 상기 프로젝션 렌즈 내부에서 광경로를 바꿀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 거울은,

상기 반사 거울의 입사 주광선과 반사 주광선이 이루는 각도 th 는 다음의 조건,

45 < th < 90

를 만족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젝션 렌즈는,

상기 프로젝션 렌즈(31)와 상기 광밸브(22)에 다수의 프리즘을 추가로 접합시켜 상기 프로젝션 렌즈(31)와 상기 광밸

브(22)와 다수의 프리즘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색분리/합성용 프리즘 블록을 더욱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즘 블록은,

상기 프리즘 블록의 리프랙티브 인덱스 Ndp 와 애베이 넘버 Vdp 가 다음의 조건,

Ndp > 1.64

Vdp < 33.0

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젝션 렌즈는,

1% 이하의 디스토션을 갖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젝션 렌즈는,

84% 이상의 주변 광량비를 갖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젝션 렌즈는,

66도 이상의 화각을 갖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젝션 렌즈는,

상기 제 1 렌즈군과 광밸브 사이의 거리를 고정하고, 상기 제 2 렌즈군을 앞 뒤로 움직여 포커싱을 조절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장치의 프로젝션 렌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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