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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행과 열로 배열된 디스플레이 픽셀들(12)을 구비한 디스플레이 형성 수단(10)(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소자의 어레이

를 구비한 LC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과 상기 디스플레이 픽셀의 열에 대하여 경사지도록 상기 디스플레이의 위

에 배치된 평행 렌티큘러 소자(16)의 어레이(15)를 포함하는 자동 입체시 디스플레이 장치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장

치, 특히 다중 화상형 디스플레이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해상도의 저하는 수평 해상도와 수직 해상도가 공

유한다. 양호한 칼라 디스플레이 픽셀 레이아웃 방식을 채용한 풀칼라 디스플레이 장치의 실시예를 설명하였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개략 

사시도.

도2는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전형적인 디스플레이 소자 어레이의 개략 평면도로서 6화상 출력을 제공하기 위한 디스

플레이 소자와 렌티큘러 소자의 배열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3은 도2와 유사한 도면으로서 7화면 출력을 제공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소자와 렌티큘러 소자의 배열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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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4A는 풀칼라ㆍ7화상 디스플레이를 출력하기 위한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 소자 어레이의 한 부분에 대하여 디스플

레이 소자와 렌티큘러 소자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평면도.

도4B는 도4A의 실시예에서 특정 화상에 대응하는 위치로부터 시청자의 한 쪽 눈으로 본 칼라 픽셀을 도시한 도면.

도4C는 도4A와 도4B의 구성에서 상기 눈에 인식되는 여러 가지 칼라 픽셀 피치를 나타내는 벡터 다이어그램.

도5A는 풀칼라 디스플레이 장치의 다른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 소자와 렌티큘러 소자 사이의 관계를 도4A에서와 유

사한 방법으로 나타내는 도면.

도5B와 도5C는 도5A의 실시예에 대하여 도4A와 도4B에 대응하는 도면.

도6A는 풀칼라 디스플레이 장치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 소자와 렌티큘러 소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

면.

도6B는 도6A의 실시예에서 시청자의 눈에 보이는 칼라 픽셀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으로서, 도4B와 도5B와 비교하기

위한 도면.

도7은 투사형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대한 개략 평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LC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

12 : 디스플레이 소자 14 : 광 소스

15 : 렌티큘러 시이트 16 : 렌티큘

18 : 블랙 마스크 물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행들(rows)과 열들(collumns)로 배열된 디스플레이 픽셀들의 어레이 및, 상기 디스플레이 픽셀과 겹치면

서 서로 평행하게 연장하고 이를 통해 디스플레들이 픽셀이 보여지는 길다란 렌티큘러 소자들(elongate lenticular el

ements)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생성 수단을 갖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autostereoscopic display a

pparatus)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의 예들은, 1996년 SPIE Proceedings 제2653권의 32-39면에 발간된 C. van Berkel 

등의 '다중 화상형(multi-view) 3D-LCD'라는 제목의 논문과 GB-A-2196166에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장치에서는,

디스플레이 소자들의 행과 열 어레이를 갖는 LC(액정) 디스플레이 패널로 구성되고 공간 광 변조기(spatial light mo

dulator)로서 기능하는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장치가 디스플레이를 형성한다. 렌티큘러 소자들(lenticular elements)

은 렌티큘러 시트(lenticular sheet)에 의해 제공되는데, 그의 렌티큘들(lenticules)은 소자에는 길다란 (반)실린더형 

렌즈 소자(lens elements)를 포함하며, 디스플레이 패널의 열 방향으로 연장하고, 디스플fp이 소자 열들에 평행하며, 

각각의 렌티큘은 2 또는 그 이상의 디스플레이 소자들의 인접한 열들의 각각의 그룹을 덮는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장

치에서, 사용된 LC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은, 다른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들, 예를 들면, 컴퓨터 디스플레이 스크

린들에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소자들의 균일하게 배열된 행들 및 열들을 포함하는, 종래의 형태이다. E

P-A-0625861에는, 다른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는 인접 디스플레이 소자가 그룹으로 배열되어 각 그룹의 디스플레이

소자들이 행 방향으로 서로 거의 접촉하도록 구성된 비표준 디스플레이 소자 레이아웃의 LC 매트릭스 패널을 사용한

다. 본 명세서에서는 디스플레이 소자 어레이의 이미지가 스크린 상에 확대되어 투사되고 이 스크린에 상기 렌티큘러

시트가 결합되어 있는 패널을 사용하는 투사형 장치의 실시예도 또한 기술한다.

직시형(direct-view type) 장치에서는, 디스플레이 형성용 디스플레이 픽셀 이 디스플레이 패널의 디스플레이 장치

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각 렌티큘이 2열의 디스플레이 소자와 결합된 배열에서, 디스플레이 소자의 각 열은 각 

2D (서브)이미지의 수직 슬라이스(vertical slice)를 제공한다. 렌티큘러 시트는 상기 두 개의 수직 슬라이스와, 나머

지 렌티큘에 결합된 디스플레이 소자 열들 중에서 이에 대응하는 슬라이스를 상기 시트 전방의 좌안(left eye)과 우안

(right eye)으로 각각 방향 설정함으로써 시청자가 하나의 입체 이미지를 인식하도록 한다. 각 렌티큘이 행 방향으로 

넷 이상의 인접 디스플레이 소자의 그룹에 결합되어 있고 각 그룹에서 대응하는 디스플레이 소자의 열이 2D (서브)이

미지의 수직 슬라이스를 제공하도록 적절히 배열된 다중 화상형 구성에서는, 시청자의 머리 위치가 이동하는 경우에 

일련의 연속적이고도 상이한 입체 화상이 인식되어 예를 들어, 주위를 둘러 보는 것과 같은 인상을 형성한다. 투사형 

장치에서는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를 형성하는 디스플레이 픽셀이 디스플레이 소자의 투사 이미지로 구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와 유사한 입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의 렌티큘들이 디스플레이 소자의 열에 평행 배치된 렌티큘러 스크린과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을 함께 사용하

는 경우에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으로 3D 디스플레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소자 열의 수가 고정된 상태

에서 3D 디스플레이로 복수의 화상을 제공하는 표준형 디스플레이 패널에서는 수평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저하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800열과 600행의 디스플레이 소자[풀칼라 디스플레이의 경우 각 디스플레이 소자는 칼라 트리

플릿(color triplet)으로 구성됨]로 구성된 디스플레이와 고정 시거리(fixed viewing distance)에서 세쌍 의 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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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4화상 시스템에 있어서는, 각 화상에 대한 수평도가 수평(행) 방향으로는 200이고 수직(열) 방향으로는 60

0이다. 따라서, 각 입체 이미지는 수평 방향의 해상도가 수직 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해상도가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개선된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서두에 설명한 바와 같은 입체 영상 장치로서, 렌티큘러 소자가 디스플레이 픽셀 열에 일정한 각으

로 경사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가 제공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화상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평 해상도만

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한다. 렌티큘러 소자를 경사지게 함으로써, 수평 해상도 저하분의 일부를 수직 해상도에 전가

시키고 디스플레이되는 화상의 수를 증가시킴에 있어서 수평 해상도와 수직 해상도를 함께 이용하여 그 부담이 수평 

해상도만이 아닌 이들 양자에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렌티큘러 소자가 열에 평행하도록 구성되는

표준 행렬 디스플레이 소자 레이아웃에 의해 수평 해상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되는 화상 수가 

제한되는 종래의 디스플레이 패널 장치와 비교하면, 화상의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수직 해상도가 약간 저하되는 대신

상기 수평 해상도의 저하 정도는 감소된다.

이 장치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직시형(direct view type)일 수도 있고, 확대 이미지가 투사용 렌즈를 통해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 투사되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이미지 투사형일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 형성 수단은

매트릭 스 디스플레이 패널을 포함하며, 바람직하게는 각각이 디스플레이 픽셀을 구성하는 디스플레이 소자들의 행

렬 어레이를 갖는 액정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을 포함한다. 따라서, 직시형 장치에서, 디스플레이 화상을 형성하는

디스플레이 픽셀은 상기 패널의 디스플레이 소자로 구성되고, 이 경우 렌티큘러 소자의 어레이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

널의 출력측(output side) 상으로 배치된다. 투사형 장치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화상을 형성하는 디스플레이 픽셀은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디스플레이 소자의 투사 이미지로 구성되고 이 경우 렌티큘러 소자의 어레이는 디스

플레이 스크린의 시각측(viewing side) 상에 배치된다. 한편, 투사형 장치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픽셀이 CRT 등의 상

이한 종류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발생된 투사 이미지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중요한 장점은 디스플레이 소자의 행들과 열들이 균일하게 간격을 두고 배열된 종래 형태의 LC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소자 레이아웃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EP-A-062586

1에 기술된 장치는 3D 프레임을 위한 2D 화상의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수직 해상도가 저하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이 장치에서는 그룹 내의 인접 디스플레이 소자가 수직 방향, 즉 열 방향으로 스태거링(staggering)된 디스플레이 패

널을 사용하는 점이 본 발명과 다르다. 즉, 디스플레이 소자의 레이아웃이 특이하여 다른 장치에서 사용되는 표준형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할 수가 없다. 더욱이, 디스플레이 소자의 레이아웃 방식이 패널 영역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

도록 되어있어 광 투과량이 감소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장점은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의 디스플레이 소자 사이의 갭(gap)에 생성된 블랙 매트릭스 물

질에 의해 발생하는 원하지 않는 디스플레이 결점(display artefacts)의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디스플레이 소자

의 경계를 구성하는 이러한 블랙 매트릭스 물질은 콘트라스트(contrast)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액티브 매트릭

스형의 경우에는 TFT와 같은 스위치 소자를 실드(shield)하기 위해서 LC 디스플레이 패널에 사용된다. 이 물질은 디

스플레이 소자의 인접한 열 사이에 확장되기 때문에, 종래의 구성에서는 렌티큘러 스크린에 의해 인접한 2D 화상 사

이의 블랙 밴드(black band)로 인식되어 소정의 이미지가 형성된다. 본 발명의 구성에서는, 렌티큘러 소자가 디스플

레이 소자의 열에 평행 연장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열 사이의 블랙 매트릭스 물질의 수직 스트립(vertical strip)에도 

평행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식된 디스플레이에서 블랙 마스크(black mask)가 잘 보이지 않는다.

상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은 LC 디스플레이 패널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EL(electroluminescent)이나

가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과 같은 다른 종류의 디스플레이 패널도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렌티큘러 소자가 디스플레이 픽셀의 열에 대하여 경사지도록 구성되어, 인접하는 r개(r>1)의 행에 존

재하는 디스플레이 픽셀들이 그룹을 형성함으로써 디스플레이 픽셀 그룹이 반복 구성된다.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서는 r이 2인데, 이 때 화상들 사이의 오버랩이 최소화된다. 렌티큘러 소자의 경사각은 거의 tan -1 (Hp/(V p ㆍr))인

데, 여기서 H p 와 V p 는 디스플레이 픽셀의 행 방향 피치와 열 방향 피치를 각각 나타낸다.

렌티큘러 소자의 피치가 행 방향의 다수의 디스플레이 픽셀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렌티큘러 소자의 피치는 셋 이상

의 화상을 얻기 위해 바람직하게는 행 방향의 디스플레이 픽셀 피치의 배 이상이다.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 렌티큘러 소자의 피치가 행 방향의 디스플레이 픽셀 피치의 배 또는 배인데, 이 때 각각 5화상 시스템과 7

화상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우에, 적절한 수의 화상을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수평 해상도와 수직 해상도 사이

의 보다 양호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렌티큘러 소자의 단면은 원의 일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렌티큘러 소자는 생산하기가 용이하다. 다른 

형태의 렌티큘러 소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직선이 연결된 형태(contiguous straight line portions)를 사용

하여 렌티큘러 소자를 형성할 수도 있다.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는 디스플레이 픽셀들이 각각 서로 상이한 칼라 디스플레이 장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LC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칼라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소자 어레이의 상단에 적색, 녹색 및 

청색 필터를 함께 구성함으로써 구현된다. 전형적으로, 상기 칼라 필터는 세 개의 인접한 디스플레이 소자 열들이 적

색, 녹색 및 청색 필터들에 각각 결합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 소자 열들에 평행 연장된 스트립(strips)으로서 배열되

고, 이러한 패턴이 상기 어레이 전체에 걸쳐 반복되어 매 세 번째 열이 동일한 색, 예를 들어 적색을 디스플레이한다. 

그러나, 이러한 칼라 픽셀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것은 수평 또는 대각 칼라 스트립이 보이는 등, 부적절한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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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스트립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람직하게는, 칼라 픽셀이 적색, 녹

색, 청색 디스플레이 픽셀을 포함하는 델타 구조(delta configuration)의 칼라 픽셀 트리플릿을 형성하도록 배열된다.

칼라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는 칼라 디스플레이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한 행의 모든 디스플레이 

픽셀이 동일한 색을 디스플레이하고 디스플레이 픽셀들의 세 개의 인접한 행들(three adjacent rows of display pixe

ls)이 각각 적색, 녹색 및 청색 중의 한 가지 색들을 각각 디스플레이하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연속된 픽셀 행들이 예

를 들어 적색, 녹색, 청색, 적색, 녹색, 청색 등과 같이 디스플레이된다. 그 결과로, 전술한 바와 같은 칼라 스트립이 보

이는 문제는 감소된다. LC 칼라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이러한 방법은 칼라 필터를 (열 방향이 아닌) 행 방향으로 연장

된 스트립으로 배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칼라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는 칼라 디스플레이 장치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 렌티큘러 소자 아

래의 디스플레이 픽셀은 모두 동일한 색이고 세 개의 인접한 렌티큘러 소자들에서 각 소자 아래의 디스플레이 픽셀은

적색, 녹색 및 청색의 어느 한 가지 색을 디스플레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디스플레이 픽셀 행의 구성은 

예를 들어 적색, 녹색 및 청색 디스플레이 픽셀의 그룹이 연속되어 있고 각 그룹의 디스플레이 픽셀은 각 렌티큘러 소

자 아래에 배열되 도록 되어있다. 렌티큘러 소자가 픽셀 열에 대해 경사져 있기 때문에, 특정 행, 예를 들어 매 세 번째

행의 칼라 디스플레이 픽셀의 그룹은 인접 행의 그룹에 대해서 행 방향으로 오프셋된다. 이러한 종류의 칼라 디스플

레이 레이아웃은 앞에서 열거한 장점 이외에도 두 가지 장점을 더 갖는다. 첫째로는, 인접한 화상의 칼라 트리플릿들

이 인터록(interlock)됨으로써 크로스토크(corsstalk)에 의해 시청자가 두 화상을 동시에 보도록 되어 칼라 트리플릿 

피치가 사실상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된다. 둘째로는, LC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동일한 색의 디스플레이

소자가 서로 그룹화되어 블랙 마스크와 칼라 필터 어레이 사이의 배열의 정확도에 관한 요구가 완화되도록 칼라 필터

배열이 구현되고, 이로써 디스플레이 소자의 개구부(aperture)를 감소시키지 않고서도 제조 수율을 개선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1을 참조하면, 직시형 디스플레이 장치는 공간 광 변조기로서 사용되는 종래의 LC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10)

을 포함하며, 상기 패널(10)은 개별적으로 어드레스 가능하고 유사한 크기를 갖는 디스플레이 소자(12)들이 행과 열

로 정렬된 평면 어레이(planar array)를 구비한다. 도1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소자들이 개략적으로 한 행과 열에 대하

여 비교적 적은 수로 도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약 800열(풀 칼라 디스플레이를 위해 칼라 R, G, B 트리플릿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2400열)과 600행 정도의 디스플레이 소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패널은 이미 충분히 공지된 것이므로 본 명

세서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히 설명은 가급적 생략하고자 한다. 그러나 간단히 기술하자면, LC 패널에 두 개의 격설된

투명판, 예를 들어 유리판이 배치되 어 그 사이에 트위스티드 네마틱이나 다른 LC 물질이 채워진다. 그 투명판의 양 

표면상에 상기 디스플레이 소자의 레이아웃과 형상을 결정하는 ITO 등으로 만들어진 투명 전극의 패턴이 전달되며, 

상기 디스플레이 소자는 LC 물질이 채워진 투명판 상에 양 전극(opposing electrodes)을 구비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투명판의 외부면에는 편광층이 제공된다. 디스플레이 소자(12)는 거의 사각형 형상을 하고 있고, 서로 균일하게 격설

(spaced)되어 인접한 두 디스플레이 소자 열은 열(수직) 방향으로 뻗은 갭(gap)에 의해 구분되어 있고, 인접한 두 디

스플레이 소자 행은 행(수평) 방향으로 뻗은 갭에 의해 구분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패널(10)은 각 디스플레이 소자

와 예를 들어 TFT나 박막 다이오드(TFD)로 구성된 스위칭 소자가 결합된 액티브 매트릭스형이다. 이러한 소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상기 디스플레이 소자는 정사각형이 아닐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디스플레이 소자 사이의 갭은 

광흡수 물질(light absorbing material)의 매트릭스로 구성된 블랙 마스크로 덮여지는데, 상기 블랙 마스크는 상기 투

명판의 어느 한 면에 형성되기도 하고 양쪽 면 모두에 형성될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 패널(10)은 광 소스(14)에 의해 조사(illuminated)되는데, 본 실시예에서 상기 광 소스는 상기 디스플레이

소자 어레이 영역에 걸친 평면 후광(planar back-light)으로 구성된다. 다른 종류의 광 소스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광 소스(14)로부터의 광은 상기 패널을 통해 비춰지고, 적절한 구동 전압에 의해 각각의 디스플레이 소자가 구동

됨으로써 이 광을 종래의 방법으로 변조하여 디스플레이 출력을 형성한다.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디스플레

이 픽셀 어레이는 상기 디스플레이 소자 어레이에 대응한다.

상기 패널(10)의 출력측 위에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에 거의 평행하도록 연장된 렌티큘러 시트(15)가 배치되어 있

는데, 상기 시트(15)는 길다란 평행 렌티큘러 소자, 즉 렌티큘을 포함한다. 상기 렌티큘은 상기 시트(15)의 전방에 위

치한 시청자의 시각에 입체 디스플레이를 형성하도록 개별 이미지를 제공하는 광학 지시 수단(optical director mean

s)으로서 기능한다. 상기 시트(15)의 렌티큘은 광학적으로 실린더형으로 수렴하는 렌티큘, 예를 들어 오목 실린더형 

렌즈(convex cylindrical lenses)나 굴절률 차등형 실린더형 렌즈(graded refractive index cylindrical lenses)로 구

성된다.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과 함께 렌티큘러 시트를 사용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는 공지되어 있으므

로, 본 명세서에서는 그 동작 방식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자동 입체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이러한 장치

와 그 작동 방식은 전술한 C. van Berkel 등의 논문과 GB-A-2196166, 그리고 EP-A-0625 861에 기술되어 있다. 

렌티큘러 어레이는 상기 패널(10) 출력측의 외부면에 직접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렌티큘이 (디스플레이 소자 열

에 대응하는) 디스플레이 픽셀 열에 평행 연장하는 공지의 구성과는 달리, 도1에 도시된 장치에서의 렌티큘은 디스플

레이 픽셀 열에 경사지도록 배열되어 있다. 즉, 렌티큘의 주 종축이 디스플레이 소자 어레이의 열 방향에 대하여 일정

한 각도를 갖는 것이다.

렌티큘의 피치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소자의 수평 방향 피치와 필요한 화상의 수를 고려하여 선택되며, 

디스플레이 소자 어레이의 측면에 배치된 렌티큘과는 별도로, 디스플레이 소자 어레이의 상단에서 하단까지 렌티큘이

연장되어 있다. 도2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한 부분으로서 렌티큘(16)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상기 렌티큘(16)의 종축 L은 열 방향 Y에 대하여 일정한 각 α만큼 경사져있다. 본 실시예에서, 서로 평행한 렌티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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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들은 그 폭이 디스플레이 소자의 행 방향 피치를 고려하여 선택되고, 6화상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디스플레이 소

자의 열 방향에 대하여 일정한 각의 경사를 갖는다. 도2에서 사각형으로 도시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소자(12)는 디스

플레이 소자의 유효 개구(effective aperture), 즉 디스플레이 픽셀을 나타내고, 디스플레이 소자 사이의 그리드 패턴

영역은 블랙 마스크 물질(18)에 의해 덮여진다. 도1의 인접한 디스플레이 소자 사이의 갭 크기를 도2에서는 상당히 

확대 도시하였다. 상기 디스플레이 소자(12)는 그 소속된 화상 번호에 따라 숫자(1 내지 6)가 매겨져 있다 렌티큘러 

시트(15)에서 각 렌티큘(16)의 폭은 디스플레이 소자의 인접한 세 행, 즉 세 행의 디스플레이 소자와 그들 사이의 갭

을 포함한 정도가 된다. 따라서, 여섯 화상의 디스플레이 소자는 인접한 두 행에 걸쳐 각 행당 세 개씩 위치하게 된다.

상기 개별적으로 동작 가능한 디스플레이 소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정보를 인가함으로써 구동되는데, 한 

렌티큘 아래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소자들이 2D 이미지의 얇은 슬라이스를 디스플레이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패널에 

의해 형성되는 디스플레이는 각 디스플레이 소자의 출력으로 구성된 여섯 개의 삽입된(interleaved) 2D 서브이미지

를 포함한다. 각 렌티큘(16)은 그 아래의 디스플레이 소자로부터 출력되는, 각각 1 내지 6의 화상 번호를 갖는 여섯 

개의 비임을 제공하는데, 상기 비임의 광축은 방향이 서로 상이하고 상기 렌티큘의 종축 주변을 일정한 각으로 둘러

싸도록 배치되어 있다. 디스플레이 소자에 적절한 2D 이미지 정보를 인가하고 상기 출력 비임 중에서 서로 다른 비임

을 수신하도록 시청자의 눈을 적절한 거리에 위치시킴으로써, 3D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시청자 머리의 위치가 행 방

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연속적으로 다섯 개의 입체 이미지를 인식한다. 따라서, 시청자의 두 눈은 각각 예를 들어, 모두

디스플레이 소자 '1'로 구성된 이미지와 모두 디스플레이 소자 '2'로 구성된 이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시청자 머리의 

위치가 이동함에 따라, 두 눈은 각각 모두 디스플레이 소자 '2'로 구성된 이미지와 모두 디스플레이 소자 '3'으로 구성

된 이미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 후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이미지가 변경되게 된다. 패널에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 눈으로는 '1'과 '2'의 화상을 동시에 보고 다른 눈으로는 '3'과 '4'의 화상을 동시에 보게 된다.

디스플레이 소자(12)의 면(plane)은 상기 렌티큘(16)의 초점 면(focal plane)과 일치하도록 설계 배치되고,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소자면 내의 위치는 시점각(viewing angle)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2의 파선 A 상의 모든 점은 특정의 수

평(행 방향) 시점각 하의 시청자에 의해 동시에 보이게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도2의 파선 B 상의 모든 점은 다른 시

점각 하의 시청자에게 동시에 보이게 된다. 라인 A는 화상 '2'의 디스플레이 소자만을 볼 수 있는 단안 시점 위치(mon

ocular viewing position)를 나타낸다. 그리고, 라인 C는 화상 '3'의 디스플레이 소자만을 볼 수 있는 위치를 나타낸다

. 따라서, 시청자가 한 쪽 눈을 감은 상태로 머리를 라 인 A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라인 B에 대응하는 위치, 그리고 이

어서 라인 C에 대응하는 위치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화상이 '2'에서 '3'으로 점차적으로 변경됨을 느낄 수 있다. 따라

서, 시청자의 눈 위치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인식되는 화상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두 이미지의 병합 효과(mer

ging effect)로 인해 부드러운 이미지 전환이 이루어진다. 입체 디스플레이가 충분한 화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에 의해, 단순히 개별적 화상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체를 디스플레이하는 것과 같이 인식 

상태를 향상시킬 것이다. 시청자에게는, 연속된 화상들 점차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연속 시차(continuous parallax)

가 개선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하나의 화상으로부터 다른 화상으로의 전환은 실제의 디스플레이 소자 레이아

웃, 및 디스플레이 소자 영역과 블랙 마스크 영역 사이의 개구비(aperture ratio)에 의존한다. 렌티큘(16)이 디스플레

이 소자면으로 부터 격설되어 있기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 화상 '6'을 구성하는 디스플레이 소자들과 같은 일부 디스

플레이 소자가 두 개의 렌티큘 사이의 경계면에 위치하더라도, 그 아래의 전체 디스플레이 소자들을 상기 렌티큘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경사형 렌티큘 구성으로부터, 렌티큘이 디스플레이 소자 열에 평행 연장된 종래의 장치에서와 같이

단지 수평 해상도만을 저하시키지 않고서도 여러가지 상이한 화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신, 불가피한

해상도 저하는 수평 해상도와 수직 해상도가 비슷한 정도로 부담한다. 예를 들어, 모노크롬 디스플레이 출력을 형성

하는 도2의 6화상 배열에서는 수평 해상도는 1/3로 감소하고 수직 해상도는 1/2로 감소한다. 종래의 구성에서는, 6화

상 장치의 경우, 수직 해상도는 저하시키지 않고 수평 해상도만 1/6로 감소시킨다. 특이한 디스플레이 소자 구성을 취

하지 않고서도 이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패널(10)은 노트북 PC의 디스플레이 스크린과 같은 다른

보통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표준형 패널일 수 있다.

본 구성의 또 다른 장점은 렌티큘이 디스플레이 소자의 인접 열 사이의 블랙 마스크 물질(18)의 연속된 수직 스트립

에 평행 연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립이 시청자에게 잘 보이지 않게 되었고, 종래의 구성에서는 시청자의

머리 위치가 이동함에 따라 이러한 스트립이 연속 화상 사이의 블랙 밴드(black band)로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던 

반면 본 구성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사형 렌티큘 구성은 모노크롬 디스플레이와 칼라 디스플레이의 양자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칼라 마

이크로필터 어레이가 디스플레이 소자 어레이에 결합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소자의 연속된 세 열이 각각 적색, 녹색 및

청색을 디스플레이하도록 배열된 LC 디스플레이 패널에 도2에 도시된 6화상 구성을 적용하면, 제2행의 화상 '1' 디스

플레이 소자가 적색인 경우에 제4행의 화상 '1' 디스플레이 소자는 녹색이다. 다른 화상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다. 

따라서, 각 화상은 행을 채색하게 되고, 이는 칼라 디스플레이의 수직 해상도가 모노크롬 디스플레이에 비해 1/3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장치의 일 실시예로서, 2400 디스플레이 소자(800 x 3 칼라 트리플릿)의 수평 해상도와 600 디스플레이 소자의 

수직 해상도를 갖는 칼라 LC 디스플레이 패 널을 사용한다. 수평 트리플릿 피치는 288㎛(디스플레이 소자당 96㎛)이

고, 디스플레이 소자의 수직 피치는 288㎛이다. 렌티큘(16)의 폭과 경사각은 디스플레이 소자의 크기와 피치, 그리고

원하는 화상의 수로부터 정해진다. 도2에 도시된 6화상 구조에서, 렌티큘의 종축과 수직 방향과의 사잇각인 렌티큘 

경사각 α는 α = tan -1 (96/(2x288)) = 9.46° 로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렌티큘러 렌즈의 확대비는 인접 화상에 

대응하는 디스플레이 소자가 시청자의 좌안과 우안에 투사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결정된다. 내안 거리(interocul

ar distance)를 65mm로 가정하면 필요한 확대비 m은 1354가 된다. 그러나, 렌티큘과 디스플레이 소자 사이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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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소 간격 L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값은 패널의 유리판(편광층 포함) 두께 t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최소 간격이 1.

5mm 정도이고 유리판의 굴절률 n이 1.52라고 가정하면, 렌티큘러 시트와 시청자 눈과의 거리로서 mㆍt/n으로 주어

지는 동작 거리 D는 약 1.34m가 되는데, 이 값은 너무 커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인접한 다음 화

상만을 내안 거리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확대비는 1354에서 677로 감소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작 거

리 D는 67cm로 감소된다. 종축에 수직한 렌티큘 피치 μ p , 즉 몰드(mould)가 분할되어야 하는 피치는 μ p = 283.

66㎛에서 동작한다. 이 때, D/(m+1)로 주어지는 초점 거리 f는 0.99mm이고, fㆍ(n-1)로 주어지는 곡률 반경 R은 굴

절률을 1.483으로 가정하면 0.48mm가 된다.

800 (트리플릿) x 600 디스플레이 소자 어레이를 사용하는 이러한 6화상 구조에서 각 화상의 수평 해상도는 800이

고 수직 해상도는 100이다. 이는 디스플레이 소자 열에 평행 연장된 렌티큘과 위와 동일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

는 종래의 구조에서 각 화상당 133 수평 해상도와 600 수직 해상도를 얻었던 것과 유사하다.

위와 동일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여 8화상 시스템을 제공하는 다른 실시예에서, 렌티큘은 앞에서와 동일한 경

사각(즉, 9.46°)을 갖지만 피치가 33⅓% 더 크고 각 행이 네 개의 디스플레이 소자를 덮는다. 즉, 8화상 디스플레이 

소자는 각 행당 네 개씩, 인접한 두 행을 포함하는 그룹 단위로 배열된다. 이 경우 각 렌티큘(16)은 그 아래의 디스플

레이 소자들로부터 여덟 개의 출력 비임을 제공하는데, 상기 비임의 광축은 방향이 서로 상이하고 상기 렌티큘의 종축

주변을 일정한 각으로 둘러싸도록 배치되어 있다. 종래 구조에서 수평 해상도가 100이고 수직 해상도가 600이었던 

것에 비해, 이러한 8화상 구조에서는 각 화상의 수평 해상도는 400이고 수직 해상도는 150이다.

앞의 6화상 또는 8화상 구조에서, 수평 해상도는 증가한 반면 수직 해상도는 다소 저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렌티큘이 한 행의 인접한 모든 디스플레이 소자 위에 위치하거나 광

학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위와 동일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여 전술한 

것처럼 각 행의 셋 또는 네 개의 디스플레이 소자를 덮는 것이 아니라 또는 개의 디스플레이 소자를 덮도록, 

즉 렌티큘러 소자의 피치가 디스플레이 소자의 행 방향 피치의 또는 배에 해당하여 각각 5화상 또는 7화상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렌티큘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러한 구성에서, 각 렌티큘에 의해 제공되는 다섯 또

는 일곱 개의 출력 비임은 광 축의 방향이 서로 상이하고 상기 렌티큘의 종축 주변을 일정한 각으로 둘러싸도록 배치

되어 있다. 도3은 이러한 7화상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다. 이전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디스플레이 소자에는 소속된 

화상 번호에 따라 숫자를 표시하였고, 파선 A, B, C는 각각의 상이한 수평 시점각에서 동시에 보이는 점들을 나타낸

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렌티큘(16) 아래에 표시된 화상 번호는 디스플레이 행을 따라 반복(도2 구성의 경우)되지 않

으며, 인접한 렌티큘에 대하여 한 행씩 오프셋된다. 이러한 종류의 배열에서는 수평 해상도와 수직 해상도 사이의 균

형이 향상된다. 이러한 원리는 예를 들어, 또는 디스플레이 소자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3화상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소자의 경우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소자가 행과 열로 배열된 800 x 600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여 전술한 5화상 또는 7화상 구조를 구성

하면, 각 화상에서 얻어지는 해상도는 각각 480 x 200과 342 x 200이다. 종래 구조에서의 결과인 160 x 600, 114 x

600과 위의 결과를 비교하면, 수직 해상도를 충분히 높게 유지하면서 수평 해상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의 실시예에서, 렌티큘의 경사각 α는 9.46° 로 앞의 실시예에서와 동일하고, 각 디스플레이 소자 그룹에서 사용

되는 디스플레이 소자 행의 수 r은 2이다. 그러나, 상기 경사각은 변경될 수 있다. 이 각은 V p 와 H p 가 각각 디스플

레이 패널에서 디스플레이 소자의 수직 피치 및 수평 피치인 경우에 α= arctan (H p /(V p r))로 정해진다. V p 와 H

p 가 위와 같은 경우에, r이 3 또는 4가 됨에 따라 경사각 α는 각각 6.34° 와 4.76° 이다. 다만, 경사각이 감소할수

록 화상 사이의 오버랩(overlap)이 증가하게 된다.

데이터그래픽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칼라 LC 디스플레이 패널은 각 칼라 픽셀이 한 행에 세 개(적색 R, 녹색 G, 청

색 B)의 인접한 (서브)픽셀을 포함하는 칼라 픽셀 레이아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상기 서브픽셀 군은 수평 RGB

트리플릿을 형성한다. 이러한 칼라 픽셀 레이아웃은 수직 칼라 필터 스트립으로 형성되어 상기 패널의 디스플레이 소

자가 각각 R, G, B 열을 반복 배열하도록 한다. 픽셀이 칼라 트리플릿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칼라 디

스플레이에 경사형 렌티큘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눈이 각 화상에서 인식하는 칼라 픽셀 트리플릿의 레

이아웃이 어느 한 방향(예를 들어, 수평 방향)의 픽셀 피치가 이에 수직한 방향(이 경우, 수직 방향)의 픽셀 피치에 비

해 훨씬 크도록 구성될 수 있고, 이에 의해 가시(visible) 칼라 스트립이 5화상 또는 7화상 시스템의 경우에는 디스플

레이에서 대각 방향으로, 6화상 시스템의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도4A는 도3과 마찬가지로 7화상 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디스플레이 (서브)소자(12), 따라서 디스플

레이 픽셀이 각 색의 열에 배열되어 있는 보통의 칼라 LC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였다. 전과 마찬가지로, 경사진 

라인은 인접한 렌티큘들(16) 사이의 경계를 나타낸다. 사각형으로 표시된 픽셀들은 수평 트 리플릿에서 사각 그리드(

square grid) 상에 정렬되어 있고, 이러한 사각 트리플릿은 풀칼라 픽셀을 형성하는 세 개의 인접한 적색(r), 녹색(g), 

청색(b) (서브)픽셀을 포함한다. 번호(1 내지 7)와 문자(r, g, b)는 화상 번호와 픽셀 색을 나타낸다. 렌티큘 어레이는 

LC 셀 면에서 약 1.5mm 위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SVGA 11.4인치 LC 칼라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한다고 가정하

면, 수평 픽셀 피치는 약 96㎛이고 수직 피치는 약 288㎛가 된다.

도4B는 예를 들어 화상 '4'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디스플레이의 전형적인 일부분에 대하여 시청자의 한쪽 눈이 인식하

는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위치에서는, 도4A에서 '4'로 표시된 픽셀들이 각각 대응하는 렌티큘(16) 전체를 채우도

록 드러나고, 짝수(0, 2, 4, 6) 화상에 대한 픽셀 그룹에 대응하는 렌티큘 부분은 검은 색이나 어둡게 나타난다. 도4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상 '4'의 서브픽셀은 풀 칼라 픽셀로 배열되어 있는데, 각 풀칼라 픽셀은 상이한 색의 인접한 

세 서브픽셀의 트리플릿을 포함한다. 상기 서브픽셀들은 스크린에서 대각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도4B에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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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트리플릿 중에서 두 개를 파선으로 표시하였다. 도4C는 이 경우 눈에 나타나는 여러 피치들을 도시하는 벡터 다이

어그램이다. 칼라 필터 스트립에 수직한 칼라 픽셀 (트리플릿) 피치(도4C에서 P ⊥ 으로 표시)는 1440㎛이고, 칼라 

스트립에 평행한 칼라 픽셀 피치(도4C에서 으로 표시)는 403㎛이다.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칼라 픽셀 피치 P h

, P v 는 각각 672㎛와 864㎛로서, 각 화상에 대하여 343 x 200이라는 적절한 픽셀 수를 제공한다. 그러나, 디스플

레이의 모양이 상대적으로 큰 피치인 P ⊥ 나 또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작은 피치인 에 의해 좌우된다. 또한, P v

와 P h 의 곱의 크기는 P ⊥ 와 의 곱과 같다. 이러한 피치의 차이로 부터 대각으로 배열되는 칼라 스트립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 5화상 시스템에서도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며, 반면 6화면 시스템에서는 수직 피치가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지게 되어 칼라 스트립이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다.

이러한 문제는 칼라 필터, 즉 칼라 서브픽셀 레이아웃을 재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전술한 7화상 시스템에 대하

여 칼라 필터를 적절히 재배치한 장치의 실시예를 기술하고자 한다. 화상의 수가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 원리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칼라 필터 스트립을 재배치하여 열 방향이 아닌 행 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서브픽셀의 형상과 수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칼라 필터 스트립을 위와 같이 재배치하면, LC 디스플레이

패널 어레이에서 한 행의 모든 디스플레이 소자가 동일한 색을 디스플레이하게 되고, 세 개의 인접한 디스플레이 소

자 행이 각각 R, G, B를 디스플레이하게 된다. 이때, 이러한 칼라 시퀀스는 디스플레이 소자 행의 연속된 그룹에서 반

복된다. 도4A에 도시한 것과 같은 7화상 시스템에서 칼라 픽셀을 위와 같이 재배치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도5A에 나

타내었다. 도4B에 대응하는 도5B는 화상 '4'를 보기 위한 위치에서 한쪽 눈에 인식되는 형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칼라 필터의 행 중심 구성이 화상에서 수직 형태, 델타-유사 구성(delta-like configuration)을 갖는 풀 칼

라 픽셀 트리플릿을 제공한다. 도5B의 상반면에 세 개의 이러한 칼라 픽셀 트리플릿을 파선으로 나타내었다. 도5C에 

도시한 수평 피치와 수직 피치 P h , P v 는 이번에는 각각 672㎛와 864㎛로서 각 화상에 대하여 343 x 200의 해상

도를 제공한다. 본 실시예에서 트리플릿이 길다란 형태가 아닌 델타 구조를 하고있기 때문에, R, G, B 트리플릿의 칼

라 요소는 보다 가까이 위치하고있고 따라서 보다 촘촘한 그룹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각각의 픽셀이 잘 구별되지 않

으며, 대각 칼라 스트립 형태의 부적절한 가시 디스플레이 가공물이 감소된다.

도5B의 하반면에 화상 '5'의 픽셀을 프라임 표시 문자 r', g', b'로 표시하였다. 광학 크로스토크에 의해 두 개의 화상

이 동시에 보이는 위치에서, 열 방향으로 그 밑에 있는 r, g, b 서브픽셀에 의해 칼라 픽셀 트리플릿이 구성되고(도5B

의 하반면에 파선으로 이러한 트리플릿을 표시하였음), 이 때 수평 피치는 672㎛에서 336㎛으로 감소한다.

다른 화상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도2에 도시된 6화상 시스템에 이러한 칼라 픽셀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부적절한 칼라 스트립을 제거함에 있

어서 일반적으로 위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6에 칼라 스트립에 대한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라 필터를 재배치하는 다른 방법을 7화상 시

스템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본 실시예에서는, 전체가 렌티큘(16) 밑에 위치하거나 또는 대부분이 그 밑에 위치하고 있

는 디 스플레이 소자가 모두 동일한 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개의 인접한 렌티큘이 각각 상이한 색(R, G, B)의 소자

와 결합되어 이러한 패턴이 전체 어레이에 걸쳐 다른 그룹에 대해서도 반복된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소자의 각 행은 

동일한 색을 갖는 일련의 인접한 디스플레이 소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7화상 시스템인 본 실시예에서는 각 그룹

의 소자 수는 3과 4가 교호하여 인접한 두 그룹의 소자 수가 화상의 수(7)이 되도록 구성된다. 도6B는 화상 '4'를 보는

위치에서 시청자의 눈에서 본 칼라 픽셀을 도시한다. 델타 형태의 칼라 트리플릿이 형성되는 것은 도5B에서와 마찬

가지이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4'가 나타난 델타형 트리플릿이 도5B와 비교하여 회전된 형태로 수평 방향으로 구성되

어 행 방향의 인접한 트리플릿들은 모양이 서로 반전되어 있다. 도6B에 이러한 트리플릿 네 개를 파선으로 표시하였

다. 도5B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상 '5'의 픽셀이 나타난 것을 도6B의 하반면에 r', g', b'으로 표시하였다.

본 실시예에서 칼라 트리플릿의 수평 피치와 수직 피치는 각각 1008㎛와 576 ㎛이고, 화상 해상도는 228 x 300이다.

크로스토크 지점, 예를 들어 화상 '4'와 화상 '5' 사이의 지점에서는 수직 피치가 288㎛로 감소한다.

이전의 실시예에서와 마찬가지로, 트리플릿이 델타 구조를 하고 있고 칼라 요소가 보다 조밀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픽셀이 잘 구별되지 않으며 디스플레이에서 칼라 스트립이 잘 보이지 않는다.

도5A, 5B와 도6A, 6B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크로스토크에 의해 두 화상이 동시에 보이는 지점에서 칼라 트리플릿의 

피치가 절반으로 감소함에 있어서, 상기 위 치에서 인접 화상의 칼라 트리플릿이 인터록하도록 칼라 필터를 적절히 

배열함으로써 R, G, B 칼라 요소의 가시성은 더욱더 감소되어 디스플레이의 대각 방향 또는 수평 방향으로 배열되는 

칼라 스트립의 문제는 더욱더 제거된다.

도5A와 도6A에 도시된 방법으로 칼라 필터를 구성하는 또다른 이점은 LC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적색, 녹색 및 청색 

서브소자가 그룹으로 함께 배열될 수 있도록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접한 그룹 사이를 좀더 넓게 격설한다면,

이러한 그룹화로 인해 개별 디스플레이 (서브)소자의 개구를 감소시키지 않고서도 LC 디스플레이 패널에 사용되는 

블랙 마스크와 보다 양호한 제조 수율을 제공하는 칼라 필터 사이의 배열 정확도에 대한 요구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이 LC 디스플레이 패널을 포함하지만, 다른 종류의 전기광학적 공간 

광 변조기와, EL이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과 같은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렌티큘러 소자가 디스플레이 소자와 렌티큘러 시트의 형태로 결합하였지만, 다른 형태로 

제공되는 것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상기 소자가 디스플레이 패널 그 자체의 유리판으로 형성되는 것도 가능하다.

전술한 실시예는 직시형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대신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가 투사형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하는 것도 무방하다. 도7은 후방 투사형 장치를 포함하는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 장치에서, 형성된 이미지

는 투사 렌즈(30)에 의해 확산 투사 스크린(diffuser projection screen : 32)의 후방으로 투사된다. 상기 스크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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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방측, 즉 시청자가 보는 측면으로, 길다란 평행 렌 티큘러 소자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렌티큘러 시트(35)가 배치

된다. 스크린 상에 투사된 이미지는 본 실시예에서는 매트릭스 LC 디스플레이 패널(10)에 의해 발생되는데, 상기 패

널은 콘덴서 렌즈(condenser lens)를 통해 광 소스(33)로부터의 광에 의해 조사된다. 상기 투사 렌즈는 디스플레이 

패널(10)의 디스플레이 소자 이미지를 스크린(32) 상에 투사하여, 디스플레이 픽셀로 구성된 행과 열 디스플레이 소

자 어레이의 확대된 이미지가 상기 스크린 상에 형성되도록 한다. 디스플레이 소자의 투사 이미지는 디스플레이 픽셀

을 형성하고, 상기 디스플레이 픽셀로 구성된 이러한 디스플레이 이미지가 렌티큘러 시트(35)를 통해 시청된다. 상기 

렌티큘러 시트(35)의 렌티큘러 소자는 스크린 상의 디스플레이 픽셀, 즉 디스플레이 소자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전술

한 바와 같이(예를 들어, 도2 및 도3) 스크린 상의 디스플레이 소자 이미지의 열에 대하여 경사지도록 배열된다.

LC 디스플레이 패널 대신 CRT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가 사용되어, 스크린 상에 행과 열 디스플레이 픽셀을 갖는 투사

된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행과 열로 배열된 디스플레이 픽셀을 구비한 디스플레이 형성 수단(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소자의 어레이

를 구비한 LC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과 상기 디스플레이 픽셀의 열에 대하여 경사지도록 상기 디스플레이의 위

에 배치된 평행 렌티큘러 소자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장치, 특히 다

중 화상형 디스플레이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해상도의 저하는 수평 해상도와 수직 해상도가 공유한다.

본 기술 분야에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명세서에 기재된 장치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자동 입체 디스플

레이 장치나 그 구성 부분에 관련된 기술 분야에 이미 공지된 다른 특징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경은 본 명

세서에 이미 기재된 여러 특징에 부가되거나 이를 치환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의 디스플레이 소자 사이의 갭에 생성된 블랙 매트릭스 물질에 의해 발

생하는 원하지 않는 디스플레이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인접한 화상의 칼라 트리플릿들이 인터록됨으로써 크로스 토크에 의해 시청자가 두 화상을 동시에

보도록 되어 칼라 트리플릿 피치가 사실상 절반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LC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동일한 색의 디스플레이 소자가 서로 그룹화되어 블랙 마스크

와 칼라 필터 어레이 사이의 배열의 정확도에 관한 요구가 완화되도록 칼라 필터 배열이 구현되고, 이로써 디스플레이

소자의 개구부를 감소시키지 않고서도 제조 수율을 개선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행들(rows)과 열들(columns)로 배열된 디스플레이 픽셀들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형성 수단과, 상기 디스

플레이 픽셀 어레이 위에 서로 평행하게 연장하여 이를 통해 상기 디스플레이 픽셀들이 보여지는 길다란 렌티큘러 소

자들(elongate lenticular elements)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autostereoscopic display ap

paratus)에 있어서,

상기 렌티큘러 소자들은 상기 디스플레이 픽셀의 열들에 각으로 경사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

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형성 수단은, 행들과 열들로 배열되어 각각이 상기 디스플레이 픽셀을 형성하는 디

스플레이 소자들의 어레이를 갖는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렌티큘러 소자들의 어레이가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출력측(output side) 위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디스플레이 픽셀들을 생성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 상기 디스플레이 소

자들의 영상을 투사하는 투사 렌즈(projection lens)를 포함하며, 상기 렌티큘러 소자들의 어레이는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시각측(viewing side) 상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5.
제2항 내지 제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디스플레이 소자들은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들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렌티큘러 소자들은 반복하는 디스플레이 픽셀들의 그룹들을 생성

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 픽셀들의 열들에 대하여 경사지며, 이 그룹들 각각은 r개(r > 1)의 인접한 행들의 인접한 디

스플레이 픽셀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렌티큘러 소자들의 경사각은 실질적으로 tan -1 (H p /(V p ㆍr))이며, 여기서, H p 와 V p 는 

각각 상기 행과 열 방향의 상기 디스플레이 픽셀들의 피치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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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r이 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렌티큘러 소자들의 피치는 상기 행 방향의 디스플레이 픽셀들의 피치의 적어도 

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렌티큘러 소자들의 피치는 상기 행 방향의 디스플레이 픽셀들의 피치의 배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렌티큘러 소자들의 피치는 상기 행 방향의 디스플레이 픽셀들의 피치의 배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2.
제1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렌티큘러 소자들은 원의 일부분인 단면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

플레이 장치.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4항, 제 7항, 제10항 또는 제11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픽셀들

이 서로 다른 색들로 구성된 칼라 디스플레이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의 칼라 디스플레이 픽셀들은, 각각 적색, 녹 색, 청색의 디스플레이 픽셀을 포함하는, 

델타 구조(delta configuration)를 갖는 칼라 픽셀 트리플릿들(color pixel triplets)을 형성하도록 배열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한 행의 디스플레이 픽셀들은 동일한 색이고, 디스플레이 픽셀들의 인접한 세 행들(three adjacent

rows)은 삼원색들(three primary colours) 중 각각의 서로 다른 하나를 각각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들의 인접한 세 개의 행들의 색들의 시퀀스는 상기 어레이의 모든 픽셀들의 행들에서 반

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적어도 실질적인 정도까지 각각의 렌티큘러 소자들 아래에 배치된 디스플레이 픽셀들은 동일한 색

이고, 세 개의 인접한 렌티큘러 소자들 각각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픽셀들은 상기 삼원색들 중 각각의 서로 다른 하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세 개의 인접한 렌티큘러 소자들과 관련된 색들의 시퀀스는 상기 디스플레이 픽셀 어레이에 

걸쳐 모든 렌티큘러 소자들에 대하여 반복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형성 수단은, 디스플레이 소자들의 행과 열 어레이 및 상기 디스플레이 어레이와 

관련된 칼라 필터 소자들의 어레이를 갖는 칼라 LC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패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입체 디스플레이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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