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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해상도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57) 요약

고해상도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가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디스플레이는, 백라이트 유닛; 상기 백라이트 유닛으로부터의 광을 이용하여 영상을 형성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패

널;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우안용 영상과 좌안용 영상의 시역을 분리하는 시역 분리 유닛;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로부터

출력된 광을 제1편광의 광으로 편광시키는 편광자; 상기 제1편광 방향을 제2편광 방향으로 전환하는 편광 스위치; 및 입사

광의 편광 방향에 따라 굴절 특성이 변환되는 복굴절판;을 포함한다.

상기 제1편광 방향의 광에 대해서는 홀수 칼럼 필드에 대응되는 영상을 형성하고, 상기 복굴절판에 의해 쉬프트된 제2편

광 방향의 광에 대해서는 짝수 칼럼 필드에 대응되는 영상을 시간 순차적으로 형성하여 풀해상도의 3차원 영상을 형성한

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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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백라이트 유닛;

상기 백라이트 유닛으로부터의 광을 이용하여 영상을 형성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패널;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우안용 영상과 좌안용 영상의 시역을 분리하는 시역 분리 유닛;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로부터 출력된 광을 제1편광의 광으로 편광시키는 편광자;

상기 제1편광 방향을 제2편광 방향으로 전환하는 편광 스위치; 및

입사광의 편광 방향에 따라 굴절 특성이 변환되는 복굴절판;을 포함하고,

상기 제1편광 방향의 광에 대해서는 홀수 칼럼 필드에 대응되는 영상을 형성하고, 상기 복굴절판에 의해 쉬프트된 제2편

광 방향의 광에 대해서는 짝수 칼럼 필드에 대응되는 영상을 시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스테레오

스코픽 디스플레이.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시역 분리 유닛은,

상기 백라이트 유닛과 디스플레이 패널 사이에 배치된 것으로, 상기 백라이트 유닛으로부터의 광을 슬릿을 통해 상기 디스

플레이 패널로 보내는 시차 장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시역 분리 유닛은,

상기 편광자와 편광 스위치 사이에 배치된 것으로,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로부터 출력된 광을 슬릿을 통해 우안용 영상과

좌안용 영상으로 분리하여 보내는 시차 장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시역 분리 유닛은,

상기 편광자와 편광 스위치 사이에 배치된 것으로, 개구부와 마스크부를 교대로 가지는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은,

렌티큘러 렌즈셀들이 나란하게 배열된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와, 상기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의 전방에 배치된 것으로 렌티

큘러 렌즈셀들 사이의 경계 영역에 대향하는 마스크를 가지는 장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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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은,

렌티큘러 렌즈셀들이 나란하게 배열된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와, 상기 렌티큘러 렌즈셀들 사이의 경계 영역에 위치된 마스

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은,

렌티큘러 렌즈 셀들이 소정 간격으로 나란하게 배열되고, 상기 렌티큘러 렌즈 셀들 사이에 평면부가 형성된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와, 상기 평면부에 위치된 마스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청구항 8.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은,

렌티큘러 렌즈 셀들이 소정 간격으로 나란하게 배열되고, 상기 렌티큘러 렌즈 셀들 사이에 평면부가 돌출 형성된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와, 상기 평면부에 위치된 마스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청구항 9.

제 1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에 그래픽 신호를 전송하는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상기 디스플레이 컨트롤러에 동기되어 편광 스위치를 ON-OFF 제어하는 편광 스위치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청구항 10.

제 1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 스위치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그래픽 데이터 리프레쉬 방향에 대해 수직한 방향으로 구획된 복수의 세그먼

트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세그먼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ON-OFF 스위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청구항 11.

제 1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 스위치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그래픽 데이터 리프레쉬율에 동기되어 라인별로 ON-OFF 스위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청구항 12.

제 1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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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굴절판에 의해 편광 방향에 따라 광이 쉬프트되는 거리 d는 다음의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스

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조건식>

여기서, t는 복굴절판의 두께를, n0는 제1편광에 대한 굴절률을, ne는 제2편광에 대한 굴절률을 각각 나타낸다.

청구항 13.

수직 라인 형태의 광을 소정 간격으로 조명하는 수직 스트라이프 광원;

상기 수직 스트라이프 광을 이용하여 우안용 영상과 좌안용 영상의 시역이 분리된 영상을 형성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로부터 출력된 광을 제1편광의 광으로 편광시키는 편광자;

상기 제1편광 방향을 제2편광 방향으로 전환하는 편광 스위치; 및

입사광의 편광 방향에 따라 굴절 특성이 변환되는 복굴절판;을 포함하고,

상기 제1편광 방향의 광에 대해서는 홀수 칼럼 필드에 대응되는 영상을 형성하고, 상기 복굴절판에 의해 쉬프트된 제2편

광 방향의 광에 대해서는 짝수 칼럼 필드에 대응되는 영상을 시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스테레오

스코픽 디스플레이.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에 그래픽 신호를 전송하는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상기 디스플레이 컨트롤러에 동기되어 편광 스위치를 ON-OFF 제어하는 편광 스위치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 스위치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그래픽 데이터 리프레쉬 방향에 대해 수직한 방향으로 구획된 복수의 세그먼

트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세그먼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ON-OFF 스위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청구항 16.

제 1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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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편광 스위치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그래픽 데이터 리프레쉬율에 동기되어 라인별로 ON-OFF 스위칭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청구항 17.

제 13항 내지 제 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복굴절판에 의해 편광 방향에 따라 광이 쉬프트되는 거리 d는 다음의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스

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

<조건식>

여기서, t는 복굴절판의 두께를, n0는 제1편광에 대한 굴절률을, ne는 제2편광에 대한 굴절률을 각각 나타낸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해상도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좌안 영상과 우안 영상의 크로스토

크를 줄여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하고 시간 순차적으로 풀 해상도의 3차원 영상을 표시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

이에 관한 것이다.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에서의 입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대부분의 유효한 방식 중 하나가 스테레오페어(stereopair)의 좌

안 영상과 우안 영상의 시역을 분리하기 위해 영상 패널과 시청자 사이에 위치된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를 사용하는 렌티큘

러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시청자의 우안과 좌안에 각각 우안 영상과 좌안 영상을 제공한다. 종래에 스테레오페어의

두 개의 영상들은 동일한 영상 패널 상에 표시되지만 좌안 영상을 위해 한 세트의 컬럼, 예를 들어 홀수 컬럼을 표시하고

우안 영상을 위해 짝수 컬럼을 표시한다. 좌안 영상과 우안 영상이 동일한 패널에 표시되기 때문에, 각 영상의 해상도가 패

널의 풀 해상도보다 절반이 작다.

최근 LCD 패널의 빠른 응답성의 개발로 좌안 영상과 우안 영상을 연속적으로 표시하는 프레임의 사용에 의해 패널의 풀

해상도를 가진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좌안 영상과 우안 영상 양쪽이 디스플레이 패널

의 풀 해상도를 가지고 표시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프레임의 순차적 표시를 제공하기 위해, 좌안 영상과 우안 영상을

선택적으로 스위칭하여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도 1은 미국 특허 5,606,455호에 개시된 종래 기술을 나타낸 것이다. 백라이트 유닛(미도시)이 평면(12)에 배치된 홀수 라

인들과 짝수 라인들의 밝은 수직 라인들로서 형상화된 두 세트의 이차 광원들을 교대로 발생하고, LCD 패널(11)의 리프레

싱에 동기하여 홀수 라인에서 짝수 라인으로, 그리고 짝수 라인에서 홀수 라인들로 스위칭된다. 상기 홀수 라인들과 짝수

라인들 각각은 람베르트 광원으로서 작용한다. LCD 패널(11)은 광원들로부터 소정 거리만큼 떨어져 놓여지고 시야면(13)

에 스테레오스코픽 시역(viewing zONe)을 제공한다.

LCD 패널(11)은 R과 L로서 교대로 등재된 좌 및 우 이미지들의 홀수 칼럼들을 디스플레이하여 홀수 필드 영상을 형성한

다. 홀수 필드 주기 동안에, LCD 셀들은 홀수 라인들 (짝수 라인들은 '오프'됨)로부터 나온 광을 변조하여, 시청자의 우안

에는 우측 이미지 칼럼들을 통과하는 빛만이 수광되고 좌안에는 좌측 이미지 칼럼들을 통과하는 빛만이 수광되도록 함으

로써,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이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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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짝수 필드 주기 중에는, 앞서 우측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했던 칼럼들이 좌측 이미지에 대해 활용되고, 앞서 좌측 이미

지를 디스플레이했던 칼럼들이 우측 이미지에 대해 활용된다. 짝수 필드 주기 동안에는 절반 해상도인 좌측 및 우측 이미

지들의 짝수 칼럼들을 영상화한다. 이때, 광원으로는 짝수 라인들이 온 되고 홀수 라인들은 오프되도록 스위치된다. 시청

자는 짝수 라인들로부터 나온 광이 좌 및 우 칼럼들에 의해 변조된 광을 봄으로써 3차원 짝수 필드 영상을 보게 된다. 이때,

LCD 칼럼들의 좌측 및 우측 이미지의 위치가 홀수 필드에서의 자신들의 위치와 엇갈리게 된다. 인간 시력의 잔상성으로

인해, 순차적으로 보여지는 홀수 및 짝수 절반의 해상도 필드들은 하나의 온전한(full) 해상도 스테레오스코픽 이미지로서

인식된다.

하지만, TN LCD의 유한한 응답 시간 때문에, 칼럼들에서의 좌 및 우 이미지들이 바로 바뀔 수 없으며, 이것이 왼쪽 눈으로

우측 이미지들을 보게 하고 오른쪽 눈으로 좌측 이미지들을 보게 만든다. 이러한 원치 않는 현상을 보통 "크로스토크

(crosstalk)"라고 부르며, 이 크로스토크로 인해 스테레오스코픽 이미지의 품질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또한, LCD 패널 상의 그래픽 데이터가 전체 패널 위에서 동시에 갱신되지 않고 라인 별로(line-by-line) 갱신되는데 반해,

광원의 홀수 라인과 짝수 라인은 전체적으로 ON-OFF 되므로 크로스토크의 추가적 원천을 만들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크로스토크가 감소된 풀 해상도의 입체 영상을 표시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것

이다.

또한, 원치 않는 크로스토크를 줄여 고화질의 입체 영상을 표시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는, 백라이트 유닛; 상기 백라이트 유닛으로

부터의 광을 이용하여 영상을 형성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패널;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우안용 영상과 좌안용 영상의 시역

을 분리하는 시역 분리 유닛;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로부터 출력된 광을 제1편광의 광으로 편광시키는 편광자; 상기 제1편

광 방향을 제2편광 방향으로 전환하는 편광 스위치; 및 입사광의 편광 방향에 따라 굴절 특성이 변환되는 복굴절판;을 포

함하고,

상기 제1편광 방향의 광에 대해서는 홀수 칼럼 필드에 대응되는 영상을 형성하고, 상기 복굴절판에 의해 쉬프트된 제2편

광 방향의 광에 대해서는 짝수 칼럼 필드에 대응되는 영상을 시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시역 분리 유닛은, 상기 백라이트 유닛과 디스플레이 패널 사이에 배치된 것으로, 상기 백라이트 유닛으로부터의 광

을 슬릿을 통해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로 보내는 시차 장벽;을 포함한다.

상기 시역 분리 유닛은, 상기 편광자와 편광 스위치 사이에 배치된 것으로,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로부터 출력된 광을 슬릿

을 통해 우안용 영상과 좌안용 영상으로 분리하여 보내는 시차 장벽;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시역 분리 유닛은, 상기 편광자와 편광 스위치 사이에 배치된 것으로, 개구부와 마스크부를 교대로 가지는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을 포함한다.

상기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은, 렌티큘러 렌즈셀들이 나란하게 배열된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와, 상기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의 전방에 배치된 것으로 렌티큘러 렌즈셀들 사이의 경계 영역에 대향하는 마스크를 가지는 장벽을 포함한다.

상기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은, 렌티큘러 렌즈셀들이 나란하게 배열된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와, 상기 렌티큘러 렌즈셀

들 사이의 경계 영역에 위치된 마스크를 포함한다.

상기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은, 렌티큘러 렌즈 셀들이 소정 간격으로 나란하게 배열되고, 상기 렌티큘러 렌즈 셀들 사

이에 평면부가 형성된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와, 상기 평면부에 위치된 마스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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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은, 렌티큘러 렌즈 셀들이 소정 간격으로 나란하게 배열되고, 상기 렌티큘러 렌즈 셀들 사

이에 평면부가 돌출 형성된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와, 상기 평면부에 위치된 마스크를 포함한다.

상기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에 그래픽 신호를 전송하는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상기 디스플레이 컨트롤러에 동기되어 편광 스위

치를 ON-OFF 제어하는 편광 스위치 컨트롤러;를 포함한다.

상기 편광 스위치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그래픽 데이터 리프레쉬 방향에 대해 수직한 방향으로 구획된 복수의 세그먼

트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세그먼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ON-OFF 스위칭된다.

상기 편광 스위치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그래픽 데이터 리프레쉬율에 동기되어 라인별로 ON-OFF 스위칭된다.

상기 복굴절판에 의해 편광 방향에 따라 광이 쉬프트되는 거리 d는 다음의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조건식>

여기서, t는 복굴절판의 두께를, n0는 제1편광에 대한 굴절률을, ne는 제2편광에 대한 굴절률을 각각 나타낸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는, 수직 라인 형태의 광을 소정 간격으로 조명

하는 수직 스트라이프 광원; 상기 수직 스트라이프 광을 이용하여 우안용 영상과 좌안용 영상의 시역이 분리된 영상을 형

성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로부터 출력된 광을 제1편광의 광으로 편광시키는 편광자; 상기 제1편광

방향을 제2편광 방향으로 전환하는 편광 스위치; 및 입사광의 편광 방향에 따라 굴절 특성이 변환되는 복굴절판;을 포함하

고,

상기 제1편광 방향의 광에 대해서는 홀수 칼럼 필드에 대응되는 영상을 형성하고, 상기 복굴절판에 의해 쉬프트된 제2편

광 방향의 광에 대해서는 짝수 칼럼 필드에 대응되는 영상을 시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

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는, 광을 조사하는 백라이트 유닛(110), 상기 백라이트 유닛

으로부터의 광을 이용하여 영상을 형성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패널(120),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의 우안용 영상과 좌안용

영상의 시역을 분리하는 시역 분리 유닛(115)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시역 분리 유닛(115)으로부터 출력된 광을 일 편광의 광으로 편광시키는 편광자(125), 상기 일 편광의 방향

을 스위칭하는 편광 스위치(130) 및 입사광의 편광 방향에 따라 굴절 특성이 변환되는 복굴절판(135)을 포함한다.

상기 시역 분리 유닛(115)은 상기 백라이트 유닛(110)과 디스플레이 패널(120)사이에 복수의 슬릿을 가지는 시차 장벽

(parallax barrier)(115)으로 구성될 수 있다. 시차 장벽의 슬릿의 폭은 시차 장벽의 피치(p)의 1/2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

이다. 시차 장벽은 투명 기판에 소정 간격으로 불투명 물질로 마스크가 증착되어 형성될 수 있다. 또는, 전기적으로 제어되

는 공간 광변조기에 기초하여 ON-OFF 스위칭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ON-OFF 스위칭 가능한 경우에는, 시차

장벽을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변조함으로써 2차원 영상을 구현하거나, 슬릿 형상을 가지도록 변조함으로써 3차원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2차원 영상 모드와 3차원 영상 모드를 선택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120)은 광을 전기적으로 변조하여 영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광의 편광 특성에 의존하는 LCD

(Liquid Crystal Display) 또는 FLCD(Ferro Liquid Crystal Display)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

(120)에 그래픽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는 디스플레이 컨트롤러(123)가 구비된다. 상기 디스플레이 컨트롤러(123)는 높은

리프레쉬율로 그래픽 데이터를 리프레쉬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100-120Hz의 리프레쉬율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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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편광자(125)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120)로부터 나온 광을 제1 편광의 광 예를 들어, S 편광의 광으로 편광시킨다.

편광 스위치(130)는 편광자(125)에 의해 편광된 제1 편광의 광을 다른 편광 즉, 제2 편광의 광으로 변환시킨다. 다시 말하

면, 상기 제1 편광의 광은 편광 스위치(130)에 의해 제1 편광의 광으로 유지되거나 제2 편광의 광으로 변환된다. 상기 편

광 스위치(130)는 편광 스위치 컨트롤러(133)에 의해 ON-OFF 구동되며, 편광 스위치 컨트롤러(133)는 상기 디스플레이

컨트롤러(123)와 동기되어 구동된다.

복굴절판(135)은 입사광의 편광 방향에 따라 서로 상이한 굴절률을 가진다. 복굴절판(135)의 결정 광축과 나란한 편광 방

향을 가지는 정상 광선은 복굴절판의 정상 굴절률(no)에 따라 직진 투과되며, 복굴절판의 결정 광축에 대해 수직인 편광

방향을 가지는 이상 광선은 복굴절판의 이상 굴절률(ne)에 따라 굴절된다.

복굴절판(135)은 고복굴절률을 가지는 광학 물질로 형성될 수 있으며, 예를들어 광학적으로 연마된 방해석(CaCO3) 또는

LiNb3(lithium niobate)으로 형성될 수 있다.

도 3은 편광 스위치(130)와 복굴절판(135)을 통과하는 광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편광자(125)는 복굴절판(135)의

정상 결정 광축과 나란한 광축을 가지거나 이상 결정 광축과 나란한 광축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는, 편광자(125)가 복굴절

판(135)의 정상 결정 광축과 나란한 광축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입사광(SO)이 편광 스위치(130)를 통과하여 복굴절판(135)에 입사되고, 입사광(S0)이 제1편광 방향을 가지고 편광 스위

치(130)가 OFF 되어 있을 때, 복굴절판(135)은 제1편광의 광(S1)에 대해서는 정상 굴절률(n0)을 가지므로 복굴절판

(135)을 직진 투과한다. 한편, 입사광(S0)이 제1편광 방향을 가지고 입사되고 편광 스위치(130)가 ON됨으로써 제2편광

방향으로 전환되어 복굴절판(135)에 입사될 때, 복굴절판(135)은 제2편광의 광(S2)에 대해서는 이상 굴절률(ne)을 가지

므로 복굴절판(135)을 굴절 투과한다. 이때, 제1편광의 광(S1)에 대해 제2편광의 광(S2)이 쉬프트된 거리를 d는 복굴절판

(135)의 두께를 t, 복굴절판(135)의 정상 굴절률을 no, 이상 굴절률을 ne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1

또한, 상기 복굴절판(135)에 의한 영상 쉬프트 거리(d)는 상기 시차 장벽 피치(p)의 1/2로 되는 것이 좋다.

다음,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의 작용 효과를 설명한다.

도 4a 및 도 4b는 좌안 영상 필드(150)와 우안 영상 필드(155)를 도시한 것으로, 좌안 영상 필드와 우안 영상 필드는 두 대

의 사진기에 의해 서로 다른 시점으로부터 촬영된다. 좌안 영상 필드(150)는 홀수 칼럼(1L,3L,5L...(2n-1)L)(n은 자연수)

의 좌안 영상 필드와 짝수 칼럼(2L,4L,...(2n-2)L)(n은 자연수)의 좌안 영상 필드로 구성되고, 우안 영상 필드(155)는 홀수

칼럼(1R,3R,...(2n-1)R)(n은 자연수)의 우안 영상 필드와 짝수 칼럼(2R,4R,...2nR)(n은 자연수)의 우안 영상 필드로 구성

된다. 풀 해상도의 영상은 이러한 홀수 칼럼의 영상과 짝수 칼럼의 영상으로 표시된다.

우선, 디스플레이 컨트롤러(123)로부터 홀수 칼럼의 좌안 영상에 대응되는 그래픽 신호와 홀수 칼럼의 우안 영상에 대응

되는 그래픽 신호가 디스플레이 패널(120)에 입력되고, 입력된 신호에 따라 홀수 칼럼의 좌안 영상과 홀수 칼럼의 우안 영

상이 형성된다. 즉,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홀수 칼럼의 좌안 영상과 홀수 칼럼의 우안 영상에 의한 홀수 필드(160)가

형성된다. 백라이트(110)로부터의 광이 시역 분리 유닛(115)을 통해 디스플레이 패널(120)에 입사되고, 상기 시역 분리

유닛(115)에 의해 홀수 칼럼의 좌안 영상은 좌안(LE)으로, 홀수 칼럼의 우안 영상은 우안(RE)으로 분리되어 도 6a에 도시

된 바와 같이 홀수 필드의 3차원 영상(170)이 형성된다. 즉, 좌안은 상기 시역 분리 유닛(115)의 슬릿을 통해 홀수 칼럼의

좌안 영상만을 받아들이고, 우안은 홀수 칼럼의 우안 영상만을 받아들인다.

좌안 홀수 필드와 우안 홀수 필드(160)의 영상은 편광자(125)에 의해 제1편광으로 되고, 이때 편광 스위치(130)는 OFF되

어 제1편광은 편광 방향의 변화 없이 복굴절판(135)으로 입사된다. 복굴절판(135)은 제1편광에 대해 정상 굴절률(n0)을

가지므로 제1편광의 홀수 필드 영상(160)은 복굴절판(135)을 직진 투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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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디스플레이 컨트롤러(123)로부터 짝수 칼럼의 좌안 영상에 대응되는 그래픽 신호와 홀수 칼럼의 우안 영상에 대응

되는 그래픽 신호가 디스플레이 패널(120)에 입력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컨트롤러(123)와 동기되어 편광 스위치(125)

가 ON된다.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120)에서는 입력된 신호에 따라 짝수 칼럼의 좌안 영상과 짝수 칼럼의 우안 영상이 형성되어 도 5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짝수 칼럼의 좌안 영상과 짝수 칼럼의 우안 영상에 의한 홀수 필드(165)가 형성된다. 상기 시역 분리

유닛(115)에 의해 짝수 칼럼의 좌안 영상은 좌안(LE)으로, 짝수 칼럼의 우안 영상은 우안(RE)으로 분리되어 도 6b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짝수 필드의 3차원 영상(175)이 형성된다. 짝수 필드의 3차원 영상은 상기 편광 스위치(125)에 의해 제2편

광의 광으로 전환된다. 제2편광의 짝수 필드 영상은 복굴절판(135)에서 이상 굴절률(ne)을 가지고 진행되어 굴절 투과된

다. 즉, 짝수 필드 영상은 홀수 필드 영상에 비해 굴절률차에 의해 쉬프트되어 좌안과 우안에 맺힌다. 도 6a는 홀수 필드 영

상을 나타내고, 도 6b는 짝수 필드 영상을 나타낸 것으로, 홀수 필드 영상에 비해 짝수 필드 영상이 쉬프트되어 나타남을

보여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는 시간 순차적으로 홀수 필드 영상과 짝수 필드 영상을 표시함으로써 풀해상

도의 3차원 영상을 구현한다. 이러한 필드 반복률은, 사람의 눈이 풀해상도의 절반으로 표시되는 홀수 필드 또는 짝수 필

드를 감지하여 지속하는 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풀해상도의 영상을 플리커링 없이 표시할 수 있다.

한편, 디스플레이 패널(120)은 m×n 개의 액정 화소들이 매트릭스 타입으로 배열되고, m 개의 데이터 라인들과 n개의 게

이트 라인들이 교차되고, 데이터 라인들과 게이트 라인들의 교차부에 TFT가 형성되어 구성된다. 액정 화소에 각각 형성된

TFT는 게이트 라인으로부터 공급되는 스캔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 라인들로부터 공급되는 데이터 신호에 따라 스위칭

동작한다. 이러한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성과 작용은 이미 공지된 것으로 당업자에게 자명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

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디스플레이 패널(120)은 라인 단위로 스캐닝되면서 리프레쉬되므로, 편광 스위치(130)도 디스플레이 패널의 리프레쉬율

에 동기되어 라인 단위로 ON-OFF 제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디스플레이 패널(120)에서의 영상 신호에 메

칭되어 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가 혼합됨 없이 좌안 또는 우안에 표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패널의 스캐닝에 따

른 크로스토크를 감소시켜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편광 스위치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리프레쉬율에 동기되어 ON-OFF 제어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편광 스위치(130)를 복

수 개의 세그먼트로 나누어 세그먼트 별로 ON-OFF 제어하도록 구성하여 크로스토크를 감소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편광 스위치(130)를 그래픽 데이터의 리프레쉬 방향 즉, 스캐닝 방향에 대해 수직한 방

향으로 n개의 세그먼트(130-1)(130-2)...(130-n)로 구획하고, 각 세그먼트 별로 스위치(k1)(k2)...(kn)를 구비한다. 그리

고, 디스플레이 패널의 스캐닝 주기 T에 대해 T/n 단위로 각 세그먼트를 ON-OFF 제어한다. 도 8은 편광 스위치가 4개의

세그먼트로 구획될 때, 디스플레이 패널의 스캐닝에 따른 영상 필드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우안용 홀수 칼럼 필드를 R

(o), 좌안용 홀수 컬럼 필드를 L(o), 우안용 짝수 칼럼 필드를 R(e), 좌안용 짝수 칼럼 필드를 L(e)로 나타낸다. t=0일 때

{L(o)+R(o)}가 입력되고, 편광 스위치의 제1, 제2, 제3 및 제4 세그먼트가 OFF되어 {L(o)+R(o)} 필드 영상이 복굴절판

을 통해 직진 투과된다. t=T/4일 때 디스플레이 패널의 스캐닝에 따라 디스플레이 패널의 상부 1/4 영역에 {L(e)+R(e)}

필드가 입력되고, 이와 동기되어 편광 스위치의 제4세그먼트가 ON 되어 {L(e)+R(e)} 필드 영상의 편광 방향이 변환된다.

그럼으로써, {L(o)+R(o)} 필드 영상은 복굴절판(135)을 직진 투과하는 한편, {L(e)+R(e)} 필드 영상은 복굴절판(135)을

통해 이상 굴절률을 가지고 쉬프트되어 좌안과 우안에 표시된다. 그리하여, {L(o)+R(o)} 필드 영상과 {L(e)+R(e)} 필드

영상이 혼합되어 생기는 크로스토크를 줄일 수 있다. t=T/2, t=T일 때 홀수 필드 영상과 짝수 필드 영상에 대응되는 편광

스위치의 세그먼트를 ON-OFF 제어함으로써 상기한 바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디스플레이 패널의 라인별 리프레쉬율에 따른 크로스토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능한 편광 스위치의 세그먼트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으며, 바람직하게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라인과 같은 개수의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라인별로 동기 스위

칭되는 것이 좋다.

도 9는 프론트 시차 장벽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를 나타낸 것으로, 시차 장벽(115')을 백라이트(110)와 디스플레이 패널

(125) 사이에 배치하는 대신 편광자(125)와 편광 스위치(130) 사이에 배치하는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2와 비교할 때, 시

차 장벽의 위치가 다를 뿐 나머지 부재들의 작용 효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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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라이트(110)로부터의 광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패널(120)에서 영상이 형성되고, 이 영상은 좌안 영상과 우안 영상이

상기 시차 장벽(115')에 의해 시역 분리되어 좌안(LE)과 우안(RE)에 맺힘으로써 3차원 영상을 형성한다. 그리고, 편광 스

위치(130) 및 복굴절판(135)에 의해 홀수 필드{L(o)+R(o)}와 짝수 필드{L(e)+R(e)}가 시간 순차적으로 쉬프트되어 표

시된다.

한편, 시역 분리 유닛으로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을 이용할 수도 있다. 도 9에서 프론트 시차 장벽(115') 대신에 도

10a 내지 도 10d에 도시된 바와 같은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을 채용하여 디스플레이를 구성할 수 있다.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은 상기 편광자(125)와 편광 스위치(130) 사이에 배치되고, 개구부와 마스크부를 교대로 가진

다.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은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에 의해 시역을 분리함과 아울러 마스크부를 통해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의 개구를 감소시킴으로써 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가 중첩되는 것을 방지한다.

본 발명에서의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레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은 도

10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렌티큘러 렌즈셀들(181)이 나란하게 배열된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180)와, 상기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180)의 전방에 배치된 장벽(185)을 포함한다. 상기 장벽(185)은 투명판에 상기 렌티큘러 렌즈셀들(181) 사이의

경계 영역(182)에 대향하는 위치에 형성된 마스크(186)를 가진다.

또는,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렌티큘러 렌즈셀들(181)이 나란하게 배열된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180)의 상기 렌티큘

러 렌즈셀들(181) 사이의 경계 영역(187)에 마스크(187)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마스크들(187) 사이에 개구부가 형성된

다.

도 10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은 나란하게 배열된 렌티큘러 렌즈셀들(191)과, 상기 렌티큘

러 렌즈셀들(191) 사이에 형성된 평면부(192)를 가지는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190)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평면부

(192)에 마스크(193)가 형성될 수 있다. 또는, 도 10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은 나란하게 배열된

렌티큘러 렌즈셀들(191)과, 상기 렌티큘러 렌즈셀들(191) 사이에 돌출 형성된 평면부(193)를 가지는 렌티큘러 렌즈 어레

이(190)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평면부(194)에 마스크(195)가 형성될 수 있다.

다음 본 발명에 따른 제2실시예에 따른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는 도 11을 참조하면, 수직 라인 형태의 광을 소정

간격으로 조명하는 수직 스트라이프 광원(210)과, 상기 수직 스트라이프 광원(210)을 이용하여 영상을 형성하는 디스플레

이 패널(220)을 포함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220)의 다음에는 디스플레이 패널(220)로부터 출력된 광을 소정의 일편

광의 광으로 편광시키는 편광자(225)와, 입사광의 편광 방향을 전환하는 편광 스위치(230)와, 입사광의 편광 방향에 따라

굴절 특성이 달라지는 복굴절판(235)이 배치된다.

상기 광원(210)은 수직 스트라이프 광을 조명하는 것으로 우안 영상과 좌안 영상의 시역을 분리하여 3차원 영상이 표시되

도록 한다. 수직 스트라이프 광원(210)은 제1실시예에서의 백라이트와 시차 장벽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것으로, 수직 스트라

이프 광원(210)으로부터 조사된 광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형성된 영상은 좌안과 우안으로 분리되어 표시된다.

디스플레이 패널(220)에 신호를 입력하는 디스플레이 컨트롤러(223)와, 디스플레이 컨트롤러(223)에 동기되어 편광 스위

치를 스위칭하는 편광 스위치 컨트롤러(233)가 구비된다. 예를 들어,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220)로부터 홀수 필드 그래픽

신호(L(o)+R(o))가 입력되고, 이 그래픽 신호에 따라 디스플레이 패널(220)에서 홀수 필드 영상이 형성된다. 홀수 필드

영상은 편광자(2250)에 의해 제1편광으로 편광되고, OFF된 편광 스위치(230)를 편광 방향 변화 없이 통과하여 복굴절판

(235)에 입사된다. 복굴절판(235)은 제1편광에 대해 예를 들어 정상 굴절률을 가지고, 제1편광의 광은 복굴절판(235)을

직진 투과한다. 홀수 필드 영상은 상기 수직 스트라이프 광원(210)에 의해 좌안 홀수 필드 영상은 좌안(LE)으로, 우안 홀

수 필드 영상은 우안(RE)으로 분리되어 표시된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패널(220)에 짝수 필드 영상의 그래픽 신호(L(e)+R(e))가 입력되고, 이와 동기되어 편광 스위치가

ON된다. 디스플레이 패널(220)은 입력된 그래픽 신호에 따라 짝수 필드 영상을 형성하고, 짝수 필드 영상은 편광자(235)

에 의해 제1편광의 광으로 편광된다. 그런 다음 편광 스위치(230)에 의해 제2편광의 광으로 전환되어 복굴절판(235)에 입

사된다. 제2편광의 짝수 필드 영상은 복굴절판(235)에서 이상 굴절률을 가져 복굴절판(235)을 굴절 투과하고, 홀수 필드

영상에 비해 소정 간격 쉬프트되어 좌안과 우안에 표시된다. 복굴절판(235)에 의한 영상 쉬프트는 앞서 제1실시예에서 설

명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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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스트라이프 광원(210)은 예를 들어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램프(212)와,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214)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램프(212)로부터 출사된 광은 렌티큘러 렌즈 어레이(214)를 통해 수직 방향으로 집속되어 수직 스트라이

프 형태의 광으로 된다. 상기 램프(212)는 예를 들어 CCFL(Cold Cathode Fluorescent Lamp)일 수 있다. 수직 스트라이

프 광원(210)은 이 밖에도 다양한 구성으로 제작될 수 있다.

상기한 실시예들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을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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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만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는 순차 구동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의 풀해상도로 3차원 영상을 제공

하며, 텔레비전, 컴퓨터 그래픽 및 다른 응용을 위해 평판 패널, 특히 LCD 패널의 높은 응답성 및 전송률을 이용하여 달성

될 수 있다.

또한, 복굴절판을 이용하여 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를 쉬프트시켜 풀해상도를 구현하고, 디스플레이 패널에 홀수 필드와 짝

수 필드의 우안용 그래픽 신호가 동일 셀에 입력되고, 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의 좌안용 그래픽 신호가 동일 셀에 입력됨으

로써 불충분한 디스플레이 패널의 응답 속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좌안 영상과 우안 영상 사이의 크로스토크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패널의 응답 속도가 다소 늦더라도 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의 시간 순차적 표시에 의해 플릭

커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영상의 편광 방향을 전환하는 편광 스위치를 디스플레이 패널의 리프레쉬율에 동기시켜 라인별로 스위칭함으로써

그래픽 데이터의 라인별 리프레슁으로 인한 크로스토크를 줄이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US 5,606,455호에 개시된 입체 영상 디스플레이를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를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에 구비된 편광 스위치와 복굴절판에 의한 입사광의 편광 방향에

따른 복굴절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 4a는 좌안용 영상 필드를, 도 4b는 우안용 영상 필드를 나타낸 것이다.

도 5a는 좌안 및 우안용 홀수 필드를, 도 5b는 좌안 및 우안용 짝수 필드를 나타낸 것이다.

도 6a는 홀수 필드 영상을, 도 6b는 짝수 필드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에 구비된 편광 스위치가 복수개의 세그먼트로 구획되어 ON-OFF

구동되는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8은 도 7에 도시된 편광 스위치의 구동과 함께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리프레쉬 구동되는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

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의 변형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10a 내지 도 10d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의 시역 분리 유닛으로 채용되는 렌티

큘러 렌즈 어레이 유닛의 여러 가지 예들을 나타낸 것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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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오토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에 구비된 수직 스트라이프 광원에 일예를 도시한 것

이다.

<도면 중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110...백라이트, 115,115'...시역 분리 유닛

120,220...디스플레이 패널, 123,223...디스플레이 컨트롤러

125,225...편광자, 133,233...편광 스위치 컨트롤러

130,230...편광 스위치, 135,235...복굴절판

150...좌안 영상 필드, 155...우안 영상 필드

160...홀수 필드, 165...짝수 필드

170...홀수 필드 영상, 175...짝수 필드 영상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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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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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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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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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a

도면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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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c

도면10d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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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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