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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액정 표시 장치 등의 외부의 불필요한 광에 의한 미광의 저감 효과가 높고, 관찰자가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밝으며,

넓은 시야각 특성을 갖는 배광 제어 소자의 편광 입사 시에 발생하는 프린지 패턴을 해소한다.



등록특허  10-0450543

- 2 -

투명 기재(l04)와, 상기 투명 기재면 상에 밀집 배치된 복수의 최소 렌즈 어레이[투명 비즈(105)]와, 상기 미소 렌즈

의 거의 초점 위치에 미소 개구를 갖는 광 흡수층으로 구성되는 배광 제어 소자(100)에서 상기 투명 기재가 광학적으

로 거의 등방성의 투명체로 구성된 배광 제어 소자.

대표도

도 1

색인어

배광 제어 소자, 투명 기재, 투명 접착제층, 착색 접착제층, 투명 비즈, 임사광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투과형 스크린 부재 혹은 액정 표시 장치 등의 시야각 확대 부재로서 이용할 수 

있는 배광 제어 소자 및 이것을 이용한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는 직시형 CRT에 비하여 비교적 소형이면서 저비용으로 대화면 표시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

기 때문에,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로서 TN(Twisted Nematic) 

액정 등의 액정 표시 소자를 이용한 투사 장치를 갖는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는 CRT 투사관을 이용한 배면 투사형 표

시 장치와 달리, 도트 매트릭스 표시에 의해 화면의 주변부까지 흐려지지 않는 고정밀한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

해상도 디지털 텔레비젼의 미래 제품으로서 기대되고 있다.

도 11은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모식 단면도이다. 투사 장치(701)로부터 출사된 투사광(704)이 미러(702)를 통하

여 투과형 스크린(703)에 조사되며, 그 전면(前面)에 화상이 표시된다.

투과형 스크린(703)은 통상, 도 38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프레넬 렌즈 시트(1402)와 렌티큘러 렌즈 시트(1401)로 구

성되며, 프레넬 렌즈 시트(1402)는 볼록 렌즈와 동일한 작용을 하는 광학 부품으로서, 투사 장치(701)로부터 주광선

의 방향을 관찰자측으로 구부려 적시 범위를 넓히는 기능을 한다.

렌티큘러 렌즈(1401)는 투사 장치(701)에서의 한정된 투사 광속을 관찰자의 관찰 범위에 유효하게 배광하고 밝은 화

상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 36은 렌티큘러 렌즈의 일례를 나타내는 모식 단면도이고, 도 37은 렌티큘러 렌즈의 모식 사시도이다.

렌티큘러 렌즈(1401)는 원통형 렌즈형의 렌즈(1501)를 한 방향으로 복수 배열하고, 광의 집광부 이외의 부분에 블랙

스트라이프(1502)를 설치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렌즈(1501)의 초점 위치를 스크린의 관찰면으로 함으로써, 이상적

으로는 투사광의 손실이 없어 외광에 대한 콘트라스트비의 저하를 억제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렌티큘러 렌즈는 그 모선을 표시면에 대하여 수직 방향이 되도록 배열함으로써, 수평 방향으로 넓은 시

야각이 얻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직 방향으로의 배광은 렌티큘러 렌즈의 기재(base material) 중 혹은 표면부

에 배합한 확산재에 의한 확산만을 위해서, 수직 방향의 시야각은 수평 방향에 비하여 꽤 좁아진다. 또한, 렌티큘러 렌

즈는 직선 형상의 렌즈를 규칙적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상에 므와레 간섭 프린지가 발생하기 쉽다.

이것에 대하여, 특개평 2-77736호 공보에는 도 39에 도시한 바와 같은 투명 기재(1601) 상에 구형 렌즈(1602)로 커

버링되며, 투명 수지에 따라 고정한 구성의 투과형 스크린이 개시되고 있다. 이 구성에서는 금형을 사용하지 않기 때

문에 제조 상 크기에 제한이 없고, 이음매가 없는 대화면의 투과형 스크린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구형 렌즈측에서 

입사되는 광은 구형 렌즈의 렌즈 효과에 의해 집속되고 등방적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수평, 수직 양쪽 모두 광 시야각

이 얻어진다.

또한, SID94 DIGEST pp741 ∼ 744(A Novel High-Resolution Ambient-Light-Rejecting Rear-Projection Scre

en)에는 광 비즈를 투명 기재 상에 광 흡수 접착제층을 통하여 고착하고, 투명 기재와는 반대측의 광 비즈 표면을 투

명 백코트된 구조의 스크린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특개평 9-318801호 공보에서는 미소 구형 투명 비즈를 착색 핫멜트 접착제층과 투명 핫멜트 접착제층에 의해 

투명 기재 상에 고정한 구조의 평면형 렌즈가 개시되고 있다. 이들의 구조에 따르면, 상기 특개평 2-77736호 공보와 

마찬가지로 비즈의 렌즈 효과에 의해 수평, 수직 양 쪽 모두 넓은 등방성 시야각이 얻어진다. 또한, 외부에서 입사되는

불필요한 광은 광 흡수 접착제층(또는 착색 핫멜트 접착제층)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밝은 환경에서도 높은 콘트라스

트비가 얻어진다. 또한, 비즈의 직경을 작게 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고해상도를 실현할 수 있다.

상기 종래의 평면형 렌즈(이하, 배광 제어 소자라고 부른다)를 이하 그대로 제작했다. 투명 기재로서 두께 120㎛의 평

탄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막을 이용하고, 그 표면에 폴리에스테르계 핫멜트 접착제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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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접착제층을 5㎛, 그 위에 동일하게 폴리에스테르계 핫멜트 접착제에 카본 블랙을 10 중량부 배합한 착색 접착제

층을 4.5㎛를 형성하여 일단 고형화한다.

그 위에 굴절률 1.935(파장 589.3㎚), 직경 50㎛ 구형 유리제 투명 비즈를 밀집 분산 배치하고 항온조 내에서 투명 

접착제층 및 착색 접착제층을 가열하여 연화시키면서 가압판에 의해 투명 비즈를 투명 기재측으로 가압하여 착색 접

착제층 및 투명 접착제층에 매몰하여 고착했다. 고착 후의 접착층의 두께는 투명 접착제층과 착색 접착제층을 합하여

약 21㎛이며, 투명 비즈는 그 직경의 약 58%가 접착제층에서 노출되었다.

제작한 배광 제어 소자를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라이트 밸브)로서 TN형 액정 표시 소자를 이용하는 투사 장치를 

구비한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투과형 스크린으로서 평가한 바,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모두 ±50° 이상의 넓은 시

야각(여기서는 정면 휘도에 대하여 1/2의 휘도가 되는 각도)이 얻어지고 또한 외부(관찰자측)로부터 배광 제어 소자

로 입사되는 불필요한 광은 착색 접착제층에서 흡수되어 밝은 환경 하에서도 저휘도인 흑표시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배광 제어 소자상에 투영된 화상을 경사 방향으로부터 관찰한 바, 거의 동심원형의 프린지 패턴이 나타나서, 

화질이 현저하게 열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사 방향으로부터 관찰했을 때, 화상에 바람직하지 못한 색도 변

화가 생기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프린지 패턴의 발생에 의한 화질의 열화가 없는 배광 제어 소자 및 이 배광 제어 소자를 이용

한 고휘도, 고콘트라스트비, 광 시야각의 표시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이외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하의 기술에

서 밝 혀질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자 등은 프린지 패턴의 발생과 색도 변화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상기 종래의 배광 제어 소자에 대하여 보

다 상세한 검토를 행하였다. 그 결과, 프린지 패턴은 배광 제어 소자에 편광이 입사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 투명 기재

의 광학적 이방성에 의해 상기 기재 내를 다른 각도로 진행하는 광에 다른 위상차가 생기는 것과 투명 기재로부터 출

사된 광의 p 편광 성분과 s 편광 성분의 에너지 투과율의 차가 조합되어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본 배광 제어 소

자의 배광 특성은 입사되는 광의 편광 상태에 의존하여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이 색도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발견

했다. 상기에 기초한 본 발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l〕 투명 기재와, 이 투명 기재의 한쪽 면 상에 밀집 배치된 다수의 미소 렌즈와, 상기 미소 렌즈의 거의 초점 위치에

미소 개구부를 갖는 광 흡수층을 포함하는 배광 제어 소자에 있어서, 상기 투명 기재가 광학적으로 거의 등방성 투명

체 혹은 1축성 광학 이방성의 투명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광 제어 소자가 제공된다.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화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위상차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편광 입사 시의 프린지 패턴의

발생을 해소한다.

〔2〕 광학 화상을 투사하는 투사 장치와, 상기 투사 장치로부터의 투사광이 배면에서 입사되고, 이것을 전면에 표시

하는 투과형 스크린을 구비하는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서 상기 투사 장치는 광원과,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화상

정보 에 따라서 광학 화상에 변조하는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와, 변조 후의 광학 화상을 확대 투사하는 투사 렌즈를 

갖는 단관식 투사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투사 장치에서 출사된 상기 변조 후의 광학 화상이 상기 투과형 스크린으로 

입사할 때, 상기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로 형성된 광학 화상광의 편광 상태를 가시 파장 전역에서 거의 일치시키는 

편광 상태 정렬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투과형 스크린은 투명 기재와, 이 투명 기재의 한쪽 면 상에 밀집 배치된 다

수의 미소 렌즈와, 상기 미소 렌즈의 거의 초점 위치에 미소 개구부를 갖는 광 흡수층을 구비하고, 상기 투명 기재가 

광학적으로 거의 등방성 투명체 혹은 1축성 광학 이방성의 투명체로 구성된 배광 제어 소자와, 이 배광 제어 소자의 

투사광 입사측에 설치한 광속 평행화 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가 제공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배광 제어 소자로 입사되는 투사광(광학 화상광)의 편광 상태는 가시 파장 영역 전역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광 제어 소자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의한 착색이 발생되지 않고, 경사 방향으로부터 관찰

하여도 색도 변화가 없는 고화질의 표시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배광 제어 소자로 입사되는 화상광은 거의 평행 상태로 또한 실질적으로 입사 각도 0°로 입사하기 때문

에, 배광 제어 소자에서의 투과율 저하가 억제되어 밝은 표시 화상이 얻어진다.

〔3〕 상기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는 편광을 이용하여 표시를 행하는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이며, 상기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에서 형성된 광학 화상광의 편광 상태를 전기 벡터의 진동 방향이 상기 투과형 스크린 표시면에 대하여 

수평 방 향의 직선 편광, 수직 방향의 직선 편광, 원편광, 타원 편광 중 어느 하나로 변환하는 편광 상태 변환 수단을 

포함하는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가 제공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배광 제어 소자에 입사되는 광학 화상광의 편광 상태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투과형 스크린의 

구성을 바꾸지 않아도 배광 제어 소자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의해, 시야각 특성을 용이하게 바꾸는 배면 투사

형 표시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4〕 관찰자의 유무를 감지하는 관찰자 감지부와, 상기 관찰자 감지부의 감지 신호에 의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관

찰자의 위치를 판단하는 관찰자 위치 판단 수단과, 상기 관찰자 위치 판단 수단의 정보에 기초하여 편광 상태 변환 소

자에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 신호 출력 수단을 포함하는 상기한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가 제공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관찰자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판단하고 이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투사광의 편광 상태를 바꾸는 것

으로, 관찰자의 위치에 따른 시야각 특성을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시야각 특성을 자동적

으로 바꾸고, 한정된 영상광을 관찰자의 방향으로 유효하게 배광하여 관찰자에게 양호한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5〕 상기 투사 장치는 광원과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화상 정보에 따라서 광학 화상에 변조하는 2차원 광학 스

위치 소자와, 변조 후의 광학 화상을 확대투사하는 투사 렌즈를 갖는 단관식 투사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투과형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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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은 투명 기재와, 상기 투명 기재의 한쪽 면 상에 밀집 배치된 다수의 미소 렌즈와, 상 기 미소 렌즈의 거의 초점 위치

에 미소 개구부를 갖는 광 흡수층을 갖는 배광 제어 소자와, 상기 배광 제어 소자의 투사광 입사측에 배치된 광속 평

행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투사 장치로부터 출사되고 상기 투과형 스크린에 입사되는 투사광을 거의 무편광으로 하

는 무편광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에 의해, 투과형 스크린을 구성하는 배광 제어 소자에 입사되는 광학 화상광은 무편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

광 제어 소자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의한 색도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배광 제어 소자의 투명 기재의 

광학 이방성에 의해서 편광 입사 시에 생기는 프린지 패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화질 열화가 없는 깨끗한 화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투명 기재로서 광학 이방성이 있는 투명체를 이용해도 화질의 열화가 없기 때문에, 그 재료의 선

택 범위가 넓어져서 보다 염가로 고강도의 배광 제어 소자로 이루어지는 투과형 스크린을 실현할 수 있다.

〔6〕 투명 전극과 배향막이 적층 형성되며 또한 상기 배향막 형성면을 대향시켜서 일정한 간극을 두고 접합된 한 쌍

의 투명 기판과, 상기 간극에 봉입된 액정층과, 상기 투명 전극에 화상 신호에 대응한 전압을 인가하는 전압 인가 수단

과, 상기 한 쌍의 투명 기판의 광 입사면측과 광 출사면측에 편광자 및 검광자를 배치한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투명 기판의 배면에 거의 평행한 광을 출사하는 백 라이트 장치를 배치하고, 상기 한 쌍의 투명 기판의 

광 출사면측에 투명 기재와 이 투명 기 재의 한쪽 면 상에 밀집 배치된 다수의 미소 렌즈와, 상기 미소 렌즈의 거의 초

점 위치에 미소 개구부를 갖는 광 흡수층을 구비하고, 상기 투명 기재가 광학적으로 거의 등방성 투명체 혹은 1축성 

광학 이방성의 투명체로 구성된 배광 제어 소자를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양호한 화질이 얻어지는 정면 근방의 한정된 범위의 광만을 배광 제어 소자에 의해 등방적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시야각 범위에서 색조 변화나 계조 반전이 없으며, 콘트라스트비가 높은 화상이 얻어지는 액정 표

시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7〕 상기 한 쌍의 투명 기판의 광 입사면에 편광자를 배치하고, 광 출사면에는 투명 기판측으로부터 검광자, 배광 

제어 소자의 순서로 배치하고 또한 상기 검광자의 직선 편광의 투과축을 표시면에 대하여 수평 방향에 배치한 액정 

표시 장치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배광 제어 소자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의해 표시면에 대하여 수직 방향보다도 수평 방향의 시야각

이 넓어지며 한정된 광을 관찰자에게 유효하게 배분할 수 있다.

〔8〕 상기 한 쌍의 투명 기판의 광 입사면에 편광자를 배치하고 광 출사면에는 투명 기판측으로부터 검광자, 배광 

제어 소자의 순서로 배치하고 또한 상기 검광자와 상기 배광 제어 소자 간에 위상차판을 배치한 상기 액정 표시 장치.

이에 따라, 배광 제어 소자에 입사되는 광의 편광 상태를 검광자와 배광 제어 소자 간에 배치한 위상판에 의해서 임의

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위상차판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배광 제어 소자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을 이용하여 원하

는 시야각을 얻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의 모식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의 모식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의 제조 방법의 일례를 설명하는 모식 단면도.

도 4는 종래의 배광 제어 소자의 편광 입사 시의 광 출사(배광) 특성을 나타내는 등휘도선도.

도 5는 등휘도선도의 좌표계의 설명도.

도 6은 굴절률 타원체의 원형 접단면의 설명도.

도 7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막의 광학축의 설명도.

도 8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막의 광 입사 각도와 에너지 투과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9는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의 직선 편광 입사 시의 광 출사 특성을 나타내는 등휘도선도.

도 10은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의 직선 편광 입사 시의 광 출사(배광)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11은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모식 단면도.

도 12는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따른 투사 장치의 모식 단면도.

도 13은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따른 투사 장치의 2차원 광학 스위치의 모식 단면도.

도 14는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따른 투과형 스크린의 모식 단면도.

도 15는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의 투과율의 광 입사각 의존성 설명을 위한 모식도.

도 16은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의 투과율과 광 입사 각도의 관계의 일례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17은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따른 투사 장치에 이용하는 편광 상태 정렬 수단의 모식 단면도.

도 18은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따른 투사 장치에 이용하는 편광 상태 정렬 수단의 동작 설명을 위한 모

식도.

도 19는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따른 투사 장치의 모식 단면도.

도 20은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따른 투사 장치에 이용하는 편광 상태 변환 소자의 모식 단면도.

도 21은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따른 투사 장치에 이용하는 편광 상태 변환 소자의 동작 설명을 위한 모

식도.

도 22는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따른 투사 장치에 이용하는 편광 상태 변환 소자의 동작 설명을 위한 모

식도.

도 23은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따른 투사 장치에 이용하는 편 광 상태 변환 소자의 동작 설명을 위한 모

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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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는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따른 투사 장치에 이용하는 편광 상태 변환 소자의 동작 설명을 위한 모

식도.

도 25는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따른 투사 장치의 폴리머 분산형 액정 표시 소자의 모식 단면도.

도 26은 폴리머 분산형 액정 표시 소자의 동작 설명을 위한 모식도.

도 27은 폴리머 분산형 액정 표시 소자에 의해 표시를 행하는 광학계 설명을 위한 모식도.

도 28은 폴리머 분산형 액정 표시 소자에 의해 표시를 행하는 광학계 설명을 위한 모식도.

도 29는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따른 투사 장치의 모식 단면도.

도 30은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따른 투사 장치의 모식 단면도.

도 31은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의 모식 단면도.

도 32는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의 편광자와 검광자의 직선 편광 투과축의 설명을 위한 모식도.

도 33은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의 모식 단면도.

도 34는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의 모식 사시도.

도 35는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의 모식 사시도.

도 36은 렌티큘러 렌즈 시트의 일례를 나타내는 모식 단면도.

도 37은 렌티큘러 렌즈 시트의 일례를 나타내는 모식 사시도.

도 38은 종래의 투과형 스크린의 일례를 나타내는 모식 단면도.

도 39는 종래의 투과형 스크린의 사시도.

도 40은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모식 사시도.

도 41은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관찰자 감지부가 감지하는 구분된 영역을 예시하는 설명도.

도 42는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관찰자 감지부가 감지하는 구분된 영역을 예시하는 설명도.

도 43은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4는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가장 양호한 형태>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대하여 도면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의 일례를 나타내는 모식 

단면도이고, 도 2는 그 모식 사시도이다.

이 배광 제어 소자는 투명 기재(101)와, 그 표면에 형성된 핫멜트 접착제층(104)과, 상기 접착제층(104)에 고착된 복

수의 미소 구형의 투명 비즈(105)로 구성된다.

투명 기재(101)는 그 자체가 강성을 갖는 판형의 기재라도 좋고, 막형의 기재라도 되지만, 광학적으로 거의 등방 혹은

판면 또는 막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광학축을 갖는 1축 이방성 투명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유리판, 사출 성형에 의한 아크릴 수지판 등의 광학적으로 거 의 등방성 투명판 혹은 캐스팅법이나 익

스트루전법(extrusion process) 등에 의해 제막하고, 필요에 따라서 1축, 2축의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염화 비닐 수

지, 폴리에스테르계 수지, 셀룰로오스계 수지, 폴리 비닐 알콜 수지, 폴리올레핀계 수지 등의 광학적으로 거의 등방 또

는 막면에 평행한 광학축을 갖는 1축 이방성의 투명 막이 이용된다.

핫멜트 접착제층(104)은 투명층(102)과 착색층(103)의 순서로 적층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상기 접착제층은 투명 기

재(101)와 투명 비즈(105)에 대하여 충분한 접착력을 갖는 것을 이용한다. 이것에는 아크릴계 수지, 폴리에스테르계 

수지, 폴리아미드계 수지, 폴리우레탄계 수지 등으로 이루어지는 핫멜트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착색층(103)

은 이들 접착제를 베이스로 하여 카본 블랙 등의 안료를 분산시킴으로써 착색한 것 혹은 염료에 의한 염색에 의해 착

색한 것 등이 이용된다.

투명 비즈(105)는 유리제 혹은 광학적으로 등방으로 투명한 수지제의 구형 비즈가 이용되며, 그 굴절률이 높을수록 

투명 비즈에 입사한 광의 굴절각이 커지기 때문에, 배광 제어 소자의 광 출사 각도(시야각)는 넓어진다. 그러나, 그 만

큼 정면의 휘도가 저하됨과 함께 표면에서의 반사나 투명 기재(101)와 공기와의 계면에서의 반사가 많아져서 전체 광

선 투과율은 저하된다.

또한, 투명 비즈(105)의 광 출사면측의 개구부, 즉 투명 비즈(105)와 투명 접착제층(102)과의 접촉 부분에 효율적으

로 광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투명 비즈에 입사한 광의 광 출사면측에서의 집속 면적을 작게 하는 쪽이 유리하다. 이 

경우, 투명 비즈의 광 입사측의 매질이 공기이면, 굴절률 1.6 ∼ 2.1 정도로 함으로써, 광 출사면에서의 집속 면적은 

충분히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굴절률을 1.9 ∼ 2.1로 함으로써 보다 작은 수차로 집광하는 것이 가능하다.

투명 비즈(105)의 굴절률은 이들의 조건을 고려하여 배광 제어 소자에 요구되는 특성, 즉 시야각이나 휘도(게인)의 

사양에 적합하도록 선택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다른 굴절률의 투명 비즈를 혼합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배광 제어 소자(100)를 표시 장치의 스크린 혹은 시야각 확대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투명 비즈(105)의 직경

은 표시되는 화상의 해상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즉, 배광 제어 소자에 표시되는 화상은 투명 비즈(105)의 직경 이하

로는 해상될 수 없다. 따라서, 투명 비즈의 직경은 배광 제어 소자에 표시하여야 할 화상의 화소보다도 작게 할 필요가

있다.

높은 해상도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 비즈(105)의 직경은 작을수록 좋지만, 투명 비즈(105)의 직경이 광의 파장 영역에

근접하면, 투과 광의 산란 요인이 커져서 정면에서의 휘도나 투과율이 저하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 하한이 규정된다.

상기 투명 비즈(105)의 직경은 표시 화상의 화소 피치의 1/2 이하에서, 실용적으로는 20 ∼ 100㎛ 정도가 바람직하

다. 또한, 투명 비즈(105)는 투명 기재(101) 면 상에 균일 또한 최대 밀도로 배치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입경의 

변동이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는 입경의 변동을 10% 이내로 받아들이면 배광 제어 소자로서의 기능은 만족된

다.

또한, 투명 비즈(105)는 내부에 기포가 있으면 투과율의 저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포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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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100)의 제조 방법의 일례를 도 3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공정 (a) : 투명 기재(101) 상에 가열 용융 상태 혹은 용제에 의해 용해 또는 용액에 콜로이드형으로 분산한 핫멜트 투

명 접착제를 예를 들면, 스핀코트, 나이프코트, 롤-코팅, 스프레이 코팅, 블레이드코트에 의해 도포하고 투명 접착제

층(102)을 형성한다.

공정 (b) : 그 위에 착색 접착제층(103)을 투명 접착제층(102)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적층하고, 핫멜트 접착제층(104)

을 형성한다. 이 때, 착색 접착제층(103)과 투명 접착제층(102)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착색 접착제층(103)

의 형성은 투명 접착제층(102)이 고온의 용융 상태인 경우에는 강제 냉각 혹은 자연 냉각에 의해서 온도를 내린다. 또

한, 투명 접착제층(102)이 용제 중에 용융 상태 또는 용액 중에 콜로이드형으로 분산한 상태이면 건조기에서 용매를 

증발시켜서 고형화 혹은 반고형화하면 된다.

공정 (c) : 복수의 투명 비즈(105)를 착색 접착제층(103) 상에 적어도 한층 최대 충전 밀도가 되도록 분산 배치한다. 

이 때, 착색 접착제층(103)은 고형화 또는 반고형화 상태에서는 접착성이 없으므로, 투명 비즈(105)는 비교적 용이하

게 최대 충전 밀도로 분산 배치할 수 있다.

공정 (d) : 계속해서 상술된 층을 항온조, 적외선 히터 등의 가열 수단에 의해 가열하고, 핫멜트 접착제층(104)을 연화

, 용융하고, 투명 비즈(105)를 투명 기재(101)쪽으로 자체 중량 혹은 가압 수단에 의해 핫멜트 접착제층(104) 내에 소

정의 량만 매몰시킨다.

공정 (e) : 투명 비즈(105)가 매몰한 상태에서 핫멜트 접착제층(104)의 온도를 상온까지 내려서 고형화하고 투명 비

즈를 고착한다.

또, 핫멜트 접착제층(104)으로의 투명 비즈(105)의 매몰 깊이는 상기 비즈 직경의 50 ∼ 80%가 노출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노출량이 이것보다 적은 경우에는 착색 접착제층에 의한 흡수로 투명 비즈(105)로의 입사광량이 저하

하여 투과율이 저하한다. 또한, 노출량이 이것보다 큰 경우에는 비즈의 고착성이 불충분해진다.

상기에 의해,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는 투명 비즈(105)가 1층분만큼 거의 최대 충전 밀도로 분산 배치되고 또한 그

직경의 반 이상을 핫멜트 접착제층(104)으로부터 광 입사측에 노출 고정시킨 것을 얻을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의 광학적인 작용에 대하여 도 1에 의해 설명한다. 배광 제어 소자(100)는 상기한 

바와 같이 광 입사면측에 투명 비즈(105)가 1층분만큼, 거의 최대 충전 밀도로 분산 배치되며 또한 비즈, 직경의 반 

이상이 핫멜트 접착제층(104)으로부터 광 입사측으로 노출되어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배광 제어 소자(100)에 대하여 수직 입사한 평행한 입사광(106)은 그 일부가 투명 비즈(105)끼리의 간극의 

착색 접착제층(103)에 흡수되지만, 대부분은 투명 비즈(105)에 입사한다. 상기 입사광은 투명 비즈(105)의 굴절 작용

에 의해 집속하면서 투명 비즈(105)와 투명 접착제층(102)과의 접촉부에 형성된 개구부를 통과하고, 투명 기재(101)

를 투과, 발산하면서 출사한다. 즉, 투명 비즈로의 입사광은 투명 비즈의 렌즈 효과로 집속되며 등방적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등방으로 넓은 시야각의 배광 제어 소자가 얻어진다.

또한, 외부에서 입사되는 불필요한 광(107)은 착색 접착제층(102)으로 흡수되어 불필요한 광이 미광이 되어 관찰되

지 않는다. 따라서, 밝은 환경 하에서도 외부의 불필요한 광에 의한 미광의 저감 효과가 높고 관찰자가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밝아서 등방성 시야각 특성의 배광 제어 소자를 얻을 수 있다.

〔편광 입사 시의 프린지 패턴의 해소〕

다음에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 특유의 효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종래의 과제였던 편광 입사 시에 경사 방향으

로부터의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프린지 패턴의 발생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는 종래(본 발명에 따른 과제에 대하여 배려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의 배광 제어 소자의 편광 입사 시의 광 출사 

특성을 등휘도선도로 표한 것이다.

이 등휘도선도는 도 5에 도시하는 출사 각도와 방위 각도로 구성하는 좌표계 내에 최대 휘도를 100%로 하여, 10% 

간격으로 등휘도가 되는 점을 연결 표시한 것이다.

도 4 중, 중앙부가 출사 각도 0°(정면)를 나타내고, 점선의 동심원이 출사 각도(10° 간격)를 나타낸다. 또한, 방위 

각도는 도면 하측 방향을 0°로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증가하도록 표시한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래의 배광 제어 소자에서는 편광을 입사하면 출 사 각도 40° 근방의 2점을 중심으로 한 

거의 동심원형의 휘도 변동이 나타난다. 이것은 실제로는 경사 방향으로부터 관찰했을 때 프린지 패턴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

본 측정에 이용한 종래의 배광 제어 소자는 투명 기재(101)로서 두께 120㎛의 평탄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

ET) 막을 이용했다. 그 표면에 폴리에스테르계 핫멜트 접착제로 이루어지는 투명 접착제층 5㎛, 그 위에 폴리에스테

르계 핫멜트 접착제에 카본 블랙을 10 중량부 배합한 착색 접착제층 4.5㎛를 형성하고, 이 위에 굴절률 1.935(파장 5

89.3㎚), 직경 50㎛의 구형 유리 투명 비즈를 밀집 분산 배치하고 상기 접착제층에 매몰하여 고착한 것이다.

투명 비즈 고착 후의 접착층의 두께는 투명층과 착색층을 포함하여 약 21㎛로 투명 비즈는 그 직경의 약 58%가 접착

제층에서 노출되었다.

여기서, 상기 배광 제어 소자에서는 투명 기재(101)로서, 2축 연신한 PET 막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2축 연신 막은 

무연신 막에 비하여 인장 강도나 충격 강도가 증대하고, 투명성, 사용 온도 범위도 개량되는 등 물성이 현저하게 향상

하기 때문이다. 또한, PET 막은 유리제 투명 비즈와의 접착성이 좋은 폴리에스테르계 핫멜트 접착제와의 밀착성이 

좋고 또한 상기 핫멜트 접착제(용제 : 톨루엔)에 대한 내용제성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상기 이유에서 투명 기재에 2축 연신 PET 막을 이용했지만, 일반적으로 2축 연신 막은 3개의 주굴절률(막 내에 수직

인 방향 : Z축 방향, 막면에 평행하고 서로 직교하는 방향 : X 축 및 Y 축 방향)이 서로 다른 2축 이방성 물질이 된다.

2축 이방성이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굴절률 타원체를 고려했을 때, 그 절단면 형상이 원형이 되며 굴절률 이방성

이 생기지 않는 방향이 2 방향 정해지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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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의 방향을 광학축이라고 하고, 광학축에는 굴절률 이방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과 평행하게 진행하는 편광에는 위

상차가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상기 종래예에 이용한 PET 막의 경우, 3개의 주 굴절률은 nx=1.678, ny=1.645, n

z=1.497이며,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학축은 Z축과 23.3°의 각도를 이루는 ZX 평면 내에 2개 존재한다.

PET 막 내에서 광학축을 따라 진행한 광은 공기와의 계면에서 굴절하고, 출사 각도 41.6°로 출사하기 때문에, 도 4

에 도시한 출사 각도 40° 근방의 휘도 변동의 거의 중심 위치는 이 광학축에 상당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한 편광 상태(직선 편광 혹은 타원 편광)의 광이 배광 제어 소자에 입사되는 경우를 생각한다. 이 경우, 

배광 제어 소자에 입사한 광의 대부분은 투명 비즈에 의해서 집속되며, 그 후, 발산하여 여러 각도로 PET 막 내를 진

행한다. 이 때, PET 막 내에서 광학축을 따라 진행하는 광에는 위상차가 생기지 않으므로 편광 상태는 변화하지 않는

다.

그런데, 광학축과 어긋난 각도로 진행하는 광에는 그 각도의 어긋남에 대응한 위상차가 생기기 때문에, 편광의 상태, 

즉, PET 막 광 출사측 계면에서 광 입사면에 평행한 p 편광 성분과, 수직인 s 편광 성분의 비율이 변화한다. 즉, 광학

축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광에는 광학축과의 어긋남의 크기에 대응하여, p 편광 성분이 많은 광과, s 편광 

성분이 많은 광이 교대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유전체 표면의 굴절로, p 편광과 s 편광간에 에너지투과율에 차가 생긴다. 도 8은 p 편광과 s 편

광의 에너지 투과율의 차이를 예시한 것으로, PET 막으로부터 공기 중으로 광이 진행할 때의 광입사 각도와 에너지 

투과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8과 같이, p 편광과 s 편광에서는 최대 30% 이상의 투과율의 차가 생긴다.

이 때문에, p 편광 성분이 많은 광과 s 편광 성분이 많은 광에서는 투과 광량에 차가 생기고, 휘도의 명암이 형성되며,

이것이 프린지 패턴으로서 인식되게 된다.

특히 투명 비즈에 대표되는 미소 렌즈를 이용한 배광 제어 소자에서는 미소 렌즈에 입사한 광이 집속하고, 발산하면

서 투명 기재 내를 여러 각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투명 기재 내에서의 광의 진행 각도의 차이에 기초하는 위상차의 차

이에 의해 출사 광의 휘도 불균일(변화)이 매우 발생하기 쉽다.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에서는 투명 기재(101)로서 광학적으로 거의 등방 혹은 막면에 평행한 광학축을 갖는 1축 

이방성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배광 제어 소자에 입사되는 편광은 투명 비즈에 의해 집속하고, 발

산하면서 투명 기재 내를 여러 각도로 진행하지만, 투명 기재가 광학적으로 등방이기 때문에 진행 각도에 의한 위상

차의 차이는 생기지 않고, 편광 상태 즉 p 편광 성분과 s 편광 성분의 비율은 출사 각도에 따라서도 거의 변화하지 않

으므로 프린지 패턴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배광 제어 소자에 입사되는 편광이 직선 편광인 경우에는 투명 기재가 면 내에 광학축을 갖는 1축 이방성의 물

질이면 입사 직선 편광의 전기 벡터의 진동 방향을 투명 기재의 지상축과 평행 혹은 수직으로 하는 것으로, 투명 기재

내를 통과하는 편광의 진행 각도에 의한 위상차의 차이를 작게 할 수 있어 프린지 패턴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투명 기재가 광학적으로 이방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투명 기재 내를 진행하는 광의 진행 각도에 의한 위상차의 

차이가 작고 편광 상태의 변화가 작은 경우 휘도의 변화는 인식되지 않고 허용된다.

예를 들면, 투명 기재 내부를 진행하는 광의 진행 각도의 차이에 따라 위상차의 차이의 최대치가 1/2 파장 이하이면 

투명 기재 내부를 통과하는 광의 각도에 의한 편광 상태의 변화에 따라 최대라도 p 편광 성분 100%의 광이 s 편광 성

분 100%의 광으로 변환되므로 휘도의 변화는 인식되기 어렵다.

보다 이상적으로는 투명 기재 내부를 통과하는 광의 각도에 의한 위상차의 차이의 최대치를 1/4 파장 이하가 되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최대로도, 예를 들면 p 편광 성분 100%인 광은 p 편광 성분 50%, s 편광 성분 50%

인 광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휘도 변화는 보다 인식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광학적으로 거의 등방성 투명 기재란 투명 기재 내를 진행하는 광의 진행 각도의 차이에 의한 

위상차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편광 상태의 변화도 작아지며 휘도의 변화가 인식되지 않을 정도의 등방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에서는 투명 기재로서 광학적으로 거의 등방 혹은 면 내에 광학축을 갖는

1축 이방성의 투명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편광을 입사하여도 프린지 패턴의 발생에 의한 화질 열화가 발생하지 않고 

광 시야각이 얻어진다.

또한, 외부에서 배광 제어 소자(100)에 입사되는 불필요한 광(107)은 착색 접착제층(102)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불

필요한 광이 미광으로 되어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밝은 환경 하에서도 외부의 불필요한 광에 의한 미광이 저감된

다.

또, 상기한 바와 같이 유전체 표면의 에너지 투과율은 p 편광과 s 편광간에 다르기 때문에, 투명 비즈(105) 혹은 투명

기재(101)의 표면에서 p 편광 성분의 투과율은 높고 s 편광 성분의 광은 투과율이 낮아진다. 그 결과, 입사광의 편광 

상태에 의해서 출사 광의 배광 특성에 이방성이 생긴다.

예를 들면, 배광 제어 소자에 직선 편광을 입사하는 경우, 직선 편광의 전기 벡터의 진동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시야

각은 이것과 직교하는 방향에서보다도 넓어진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전기 벡터의 진동 방향이 수평 방향인 직선

편광을 배광 제어 소자에 입사하도록 함으로써, 수직 방향의 시야각보다도 수평 방향의 시야각을 크게 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바와는 반대로, 입사되는 직선 편광의 전기 벡터의 진동 방향을 수직으로 함으로써, 수직 방향의 시야각

을 수평 방향의 시야각보다도 크게 할 수 있다. 또한, 배광 제어 소자에 입사되는 광을 원편광으로 하면, 등방성 시야

각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즉,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는 이것에 입사되는 광의 편광 상태를 제어함으로써 시야각을 임의로 제어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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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까지의 설명에서는 미소 렌즈로서 미소 구형의 투명 비즈를 이용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러나, 미소 집

광 렌즈의 형상은 집광 작용을 갖는 미소체이면 반구체, 회전 타원체, 원주 혹은 반원주, 타원주 등 구체적으로 한정되

지 않는다. 즉,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는 집광 작용을 갖는 미소 렌즈와, 이것을 지지하는 투명 기재로 구성되며, 광

출사측에 배치한 투명 기재를 광학적으로 거의 등방성 투명체로 구성함으로써, 투명 기재 내를 다른 각도로 진행하는

광에, 다른 위상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프린지 패턴(휘도 불균일)의 발생을 해소한 것이다.

다음에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를 구체적인 실시예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배광 제어 소자의 실시예 1〕

본 실시예에서는 도 1, 도 2에 도시하는 배광 제어 소자를 이하와 같이 제작했다. 우선, 두께 80㎛의 평탄한 트리아세

틸 셀룰로오스(TAC) 막으로 이루어지는 투명 기재(101)의 일 표면에, 용제로서 톨루엔을 이용한 폴리에스테르계 핫

멜트 투명 접착제(도요 방적제)를, 건조 후의 두께가 4㎛가 되도록 나이프 코터로 도포하고, 건조기로 건조한 후, 냉각

함으로써 투명 접착제층(102)을 형성하여 고형화했다.

다음에, 상기 폴리에스테르계 핫멜트 접착제에 카본 블랙을 10 중량부 배합한 착색 접착제를 건조 후의 두께가 5.5㎛

가 되도록 상기 접착제층(102)과 마찬가 지 방법으로 형성하여 고형화하여 착색 접착제층(103)을 형성했다.

다음에, 이 위에 굴절률 1.935(파장 589.3㎚), 직경 50㎛의 유리제의 구형 투명 비즈(105)를 여러개, 거의 최대 충전 

밀도가 되도록 분산 배치하고, 가압판을 이용하여 압력 4.5kg/㎠로 투명 기재(101)에 가압하면서, 항온조 내에서 12

0℃, 20분간 유지한다. 그 후, 상온까지 냉각함으로써 투명 접착제층(102) 및 착색 접착제층(103)을 고형화하고 투명

비즈(105)을 고정한다. 투명 비즈 고정 후의 핫멜트 접착제층(104)의 두께는 약 21㎛이며 투명 비즈(105)는 그 직경

의 58%가 노출되었다.

또, 투명 기재(101)에 이용한 TAC 막은 (ne-no)=0.0001, (nz-no)=0.0007로 광학적으로 거의 등방성 투명 막이었

다.

상기한 배광 제어 소자에 무편광을 입사하여 평가한 바, 수평 방향 및 수직 방향 모두 약 ±60°의 등방적으로 넓은 

시야각(여기서는 정면 휘도에 대하여 1/2의 휘도로 이루어지는 각도)이 얻어졌다.

또한, 직선 편광을 입사한 바, 프린지 패턴의 원인이 되는 휘도 불균일은 인식되지 않고, 관찰자가 어느 각도에서 보

아도 밝고, 넓은 시야각 특성이 얻어졌다.

도 9는 본 실시예의 배광 제어 소자의 직선 편광 입사 시의 광 출사 특성을 나타내는 등휘도선도이고, 도 10은 본 실

시예의 배광 제어 소자의 직선 편광 입사 시의 수평 방향 및 수직 방향의 광 출사(배광) 특성을 나타낸다.

도 9,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배광 제어 소자는 출사(배광) 특성에 편광 의존성이 있으며, 입사한 직선

편광의 전기 벡터의 진동 방향과 평행 한 방향(도면 중, 수평 방향)의 시야각(± 75°)이 이것과 직교하는 방향의 시

야각(±45°) 보다도 넓어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배광 제어 소자에서는 투명 비즈(105)에 입사한 편광은 대부분이 편광 상태를 거의 유지한 채로 집광되고 확산하

여 투명 기재(101) 내를 여러 각도로 진행하여 출사한다. 이 때, 투명 비즈(105)는 구형이기 때문에 굴절의 각도는 편

광에 상관없이 등방성이 된다. 그러나, 투명 비즈(105) 표면이나 투명 기재(101)의 광 출사측 표면에서는 p 편광과 s 

편광간에 에너지 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투명 비즈(105) 혹은 투명 기재(101)의 표면에 대하여 p 편광 성분의 투과

율은 높고 s 편광 성분의 투과율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배광 특성에 편광 의존성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본 배광 제어 소자에 원편광을 입사하면 무편광을 입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방성 시야각이 얻어진다. 즉, 

본 배광 제어 소자와 같이, 미소 렌즈로서 구형 투명 비즈와 같은 회전 대칭인 미소 렌즈를 이용하면, 입사광의 편광 

상태에 의해 배광 특성을 비교적 용이하게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굴절률 1.7의 투명 비즈를 사용한 것 이외는 상기 실시예와 마찬가지 구성으로 배광 제어 소자를 제작하고, 무

편광을 입사하여 특성을 조사한 바, 정면의 휘도는 상기 실시예의 1.8배, 시야각은 ±37°가 되었다. 즉, 본 배광 제어

소자에서는, 투명 비즈의 굴절률을 바꿈으로써 게인 및 시야각을 바꿀 수 있다. 즉, 투명 비즈의 굴절률을 적절하게 

선택함으로써 원하는 특성의 배광 제어 소자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광 제어 소자의 실시예 2〕

본 실시예에서는 도 1 및 도 2에 도시하는 배광 제어 소자를 이하 그대로 제작했다.

캐스팅법(용액 유연법)에 의해 성막한 두께 100㎛의 평탄한 폴리카보네이트(PC) 막으로 이루어지는 투명 기재(101)

의 일 표면에 수계 매질에 분산시킨 폴리에스테르계 핫멜트 투명 접착제를 건조 후의 두께가 4㎛가 되도록 나이프 코

터에 의해 도포, 가열 건조하고, 그 후 냉각함으로써 투명 접착제층(102)을 형성하여 고형화했다.

다음에, 이것에 폴리에스테르계 핫멜트 접착제에 카본 블랙을 10 중량부 배합한 착색 접착제층(103)을 건조 후의 두

께가 5.5㎛가 되도록 상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하여 형성하여 고형화한다.

다음에, 이 위에 굴절률 1.935(파장 589.3㎚), 직경 50㎛의 유리제의 구형의 투명 비즈(105)를 실시예 1과 마찬가지

로 하여 핫멜트 접착제층(104) 내에 매몰하여 고정했다. 고정 후의 핫멜트 접착제층(104)의 두께는 약 21㎛이며, 투

명 비즈(105)는 그 직경의 58%가 노출되었다. 또, 투명 기재(101)에 이용한 PC 막은 (ne-no)≤0.0001 이하의 광학

적으로 거의 등방성 투명 막이다. 이 배광 제어 소자에 원편광을 입사하여 평가한 바, 프린지 패턴의 원인이 되는 휘도

불균일은 없고, 약 ±60°의 등방적으로 넓은 시야각이 얻어졌다. 또한, 직선 편광을 입사한 바 프린지 패턴의 원인이

되는 휘도 불균일은 없고, 입사된 직선 편광의 전기 벡터의 진동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시야각이 이것과 직교하는 방

향의 시야각보다도 넓은 출사 특성이 얻어졌다.

〔배광 제어 소자의 실시예 3〕

본 실시예에서는 도 1 및 도 2에 도시하는 배광 제어 소자를 이하 그대로 제작했다.

익스트루전법(용융압출법)에 의해 성막하고, 1축 연신한 두께 100㎛의 평탄한 PC 막으로 이루어지는 투명 기재(101

)의 일 표면에, 수계 매질로 분산시킨 폴리에스테르계 핫멜트 투명 접착제를 건조 후의 두께가 4㎛가 되도록 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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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터에 의해 도포, 건조한 후, 냉각함으로써 투명 접착제층(102)을 형성하여 고형화했다.

다음에, 실시예 1, 2와 마찬가지로 착색 접착제층(103)을 형성하여 고형화하고, 이 위에 투명 비즈(105)를 분산 배치 

후, 가압하면서 120℃에서 30분간 유지하고, 핫멜트 접착제층(104)에 매몰하여 고정했다. 고정 후의 핫멜트 접착제

층(104)의 두께는 약 21㎛이며 투명 비즈(105)는 그 직경의 58%가 노출되었다.

또, 투명 기재(101)에 이용한 PC 막은 (ne-no)=0.0014의 막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광학축을 갖는 1축 이방성의 투명

막이었다.

이 배광 제어 소자에 전기 벡터의 진동 방향이 투명 기재(101)의 지상축에 평행 혹은 수직인 직선 편광을 입사한 바, 

프린지 패턴의 원인이 되는 휘도 불균일은 없고 입사한 직선 편광의 전기 벡터의 진동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시야각

이 이것과 직교하는 방향의 시야각보다도 넓은 출사 특성이 얻어졌다.

또한, 본 배광 제어 소자에서는 투명 기재가 1축 연신에 의해, 인장 강도, 초기 탄성율 등의 물성이 개량되며 컬 등이 

적은 시트형의 배광 제어 소자를 얻을 수 있었다.

〔배광 제어 소자의 실시예 4〕

본 실시예에서는 도 1 및 도 2에 도시하는 배광 제어 소자를 이하 그대로 제작했다.

사출 성형에 의해 형성된 두께 2㎜의 지환식 아크릴 수지(alicyclic acrylic resin;상품명 오프트레츠 : 히타치화성 공

업제)로 이루어지는 평탄한 투명 기재(101)의 일 표면에 아크릴계의 핫멜트 투명 접착제를 건조 후의 두께가 4㎛가 

되도록 스핀 코터에 의해 도포, 건조후, 냉각하여 투명 접착제층(102)을 형성하여 고형화했다.

다음에, 동일하게 아크릴계 핫멜트 접착제에 카본 블랙을 10 중량부 배합한 착색 접착제층(103)을 건조한 후의 두께

가 5.5㎛가 되도록 투명 접착제층(102)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형성하여 고형화했다.

이 위에 굴절률이 1.935(파장 589.3㎚), 직경이 50㎛의 유리제의 구형 투명 비즈(105)를 분산 배치하고, 상기 실시예

와 마찬가지로 가압하면서, 120℃에서 20분간 유지하여, 핫멜트 접착제층(104)에 매몰하여 고정했다. 고정 후의 핫

멜트 접착제층(104)의 두께는 약 21㎛이고, 투명 비즈(105)는 그 직경의 58%가 노출되었다.

또, 투명 기재(101)에 이용한 지환식 아크릴 수지는 (ne-no)=0.0007로 광학적으로 거의 등방이었다.

이 배광 제어 소자에 원편광을 입사하여 평가한 바, 프린지 패턴의 원인이 되는 휘도 불균일은 없고, ±약 50°의 등

방적으로 넓은 시야각이 얻어졌다. 또 한, 직선 편광을 입사한 바, 프린지 패턴의 원인이 되는 휘도 불균일은 없고, 입

사한 직선 편광의 전기 벡터의 진동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시야각이 이것과 직교하는 방향의 시야각보다도 넓은 출사

특성이 얻어졌다.

또, 본 실시예의 배광 제어 소자는 투명 기재(101) 자체에 강성이 있기 때문에, 보강 부재 등이 없어도 배면 투사형 표

시 장치의 스크린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실시예에서는 미소 렌즈로서 구형 투명 비즈를 이용했지만, 다른 형상의 미소 렌즈를 이용할 수도 있다. 도 34

는 다른 형상의 미소 렌즈를 이용한 일례를 나타내는 모식 사시도이다. 이것은 원주형의 미소 투명 로드(3401)를 이

용한 것으로, 이 이외는 상기 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이 배광 제어 소자는 입사한 광에 대하여, 미소 투명 로드(3401)의 장축 방향으로는 집속 효과가 작용하지 않고, 장축

방향으로 직교하는 방향으로만 집속 효과가 작용하고, 이 방향으로만 넓은 시야각이 얻어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도 

광학 이방성이 작은 투명 기재를 이용하는 것으로, 편광 입사 시의 프린지 패턴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배광 제어 소자에 입사되는 광이 직선 편광인 경우에는 상기 편광의 진동 방향을 미소 투명 로드의 장축 방향과

평행하게 하면, 상기 편광은 미소 투명 로드의 입사면에 대하여 p 편광이 되기 때문에, 배광 제어 소자를 높은 투과율

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기 각 실시예에서는 미소 렌즈를 투명 비즈나 로드 등 미리 성형된 미소체로 구성했지만,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즉, 투명 기재 상에 직접, 다수의 미소 렌즈를 2차원 어레이형으로 성형할 수도 있다

. 도 35는 이러한 배광 제어 소자의 일례를 나타내는 모식 사시도이다.

이 배광 제어 소자는 예를 들면, 유리, 무연신 PC 막, TAC 막, 사출 성형 아크릴 수지판 등의 광학적으로 거의 등방성

투명 기재(3501) 상에 미소 렌즈(3502)를 2차원 어레이형으로 성형하고 또한 미소 렌즈(3502)의 광 집속부에 개구

부를 갖는 흑색의 광 흡수층(블랙 매트릭스 ; 3503)을 형성한 것이다.

광 흡수층(3503)은 공지의 기술, 예를 들면 인쇄법, 증착법, 포토리소그래피법 등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미소 

렌즈(3502)는 공지의 기술, 예를 들면 포지티브형 포토레지스트를 패턴 노광하고, 현상하여 원주형의 입체 형상을 얻

은 후, 가열 용융 시의 표면 장력에 의해 돔형 미소 렌즈를 형성하는 방법이나 광선 또는 전자선의 조사에 의해 경화

하는 투명한 수지막을 투명 기재(3501) 상에 형성하고, 이것에 광선 혹은 전자선을 선택 조사하여 경화시켜서 미경화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형성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의 경우도 투명 기재(3501)에는 광학적으로 거의 등방성 투명체 또는 1축 광학 이방성을 갖는 투명체를 이

용함으로써, 편광 입사 시의 프린지 패턴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실시예 1〕

다음에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를 이용한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1은 배면 투사형 표시 장

치의 모식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투사형 표시 장치는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사 장치(701)로 부터의 투사광(704)이 미러(702)를 통하

여 투과형 스크린(703)에 조사되며, 화상이 표시된다. 미러(702)에서는 광학적으로 등방성 투명 유리에 은, 알루미늄

등의 반사성 금속을 증착한 것을 이용했다.

투사 장치(701)로서는 소위 액정 프로젝터를 이용할 수 있다.

도 12는 액정 프로젝터의 일례를 나타내는 모식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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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801)은 회전 포물면 또는 회전 타원면의 반사기와, 크세논 램프, 메탈 할로겐 램프, 할로겐 램프 등의 백색 광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로부터 출사한 광은 UV, IR 컷트 필터(도시 생략) 등을 통과함으로써, 자외선이나 적외선

이 제거된 백색광이 되며 색 분리 다이클로익 미러(802)로 향한다.

색 분리 다이클로익 미러(802)에 입사한 백색 광은 청색 광(B)과 그 이외의 광으로 분리되고, 청색 광(B)은 전 반사 

미러(804)에서 반사하여 액정 표시 소자(807)에 이른다.

한편, 색 분리 다이클로익 미러(802)에서 반사한 녹색 광(G)과 적색 광(R)은 색 분리 다이클로익 미러(803)에서 분리

되고, 녹색 광(G)은 액정 표시 소자(809)로 또한 적색 광(R)은 전 반사 미러(805, 806)에서 반사되어 액정 표시 소자(

808)에 이른다. 액정 표시 소자(807, 808, 809)로서는 TN 액정 표시 소자를 이용할 수 있다.

도 13은 TN 액정 표시 소자의 일례를 나타내는 모식 단면도이다. 이 액정 표시 소자는 ITO(Indium Tin Oxide)로 이

루어지는 투명 전극(903), 폴리이미드계 고분자로 이루어지는 배향막(905)을 갖는 제1 투명 유리 기판(901)과, 배향

막(906), 화소를 형성하는 투명 전극(904), 이것과 접속되는 도시하지 않은 배선이나 박막 트랜지스터 등의 스위칭 

소자를 갖는 제2 투명 유리 기판(902)과, 시일제(908)를 통하여 접착된 2매의 투명 유리 기판(901, 902) 간에 봉입된

유전 이방성이 플러스의 네마틱 액정으로 이루어지는 액정층(907)을 갖는다.

액정층(907)의 액정 분자 장축의 방향은 2매의 투명 유리 기판(901, 902)에 형성된 배향막(905, 906)에 러빙 처리함

으로써 배향 방향이 규정되고, 투명 유리 기판 간에서 연속적으로 90° 비틀어진 상태로 되어 있다.

액정 표시 소자의 광 입사면과 광 출사면에는 각각 편광자(909), 검광자(910)가 서로 직교하는 직선 편광을 투과하도

록 배치되고, 투명 유리 기판(901, 902)에서의 액정층(907)의 액정 분자 장축의 배향 방향은 각각 편광자(909) 및 검

광자(910)의 직선 편광의 투과축에 대하여 모두 평행 혹은 모두 직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편광자(909)와 검광자(910)는 연신한 폴리 비닐 알콜(PVA)에 요오드를 흡수시켜서 편광 기능을 부여한 막의 양면에

트리아세틸 셀룰로오스(TAC) 보호층을 실시한 것을 이용하여 각각 투명 유리 기판(901) 및 투명 유리 기판(902)에 

아크릴계의 접착제에 의해 광학적으로 결합되도록 접착되어 있다.

여기서 액정 표시 소자의 동작을 설명한다. 액정 표시 소자에 입사하여 편광자(909)를 투과한 직선 편광은 액정층(90

7)을 투과하여 검광자(910)에 입사한다. 이 때, 액정층(907)을 투과하는 광의 편광 상태는 액정층(907)에 인가되는 

전계에 의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화상 정보에 대응한 전압을 투명 전극(905) 및 투명 전극(904)에 인가하고 액정층(9

07)에 전계를 인가함으로써, 검광자(910)를 투과하는 광량을 제어하여 광학 화상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도 12의 액정 표시 소자(807, 808, 809)에 각각 입사한 각 색 광은 각각의 화상 정보에 따라 공간 변조되어 

출사한다. 각 액정 표시 소자에 의해 변조된 각 색 광은 후술되는 편광 상태 정렬 수단(812, 813, 814)을 통과하여, 색

합성 크로스 다이클로익 프리즘(811)에 입사, 합성된 후, 투사 렌즈(810)를 통하여 투과형 스크린(703)에 투사된다.

도 14는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투과형 스크린(703)의 모식 단면도이다.

투과형 스크린(703)은 프레넬 렌즈 시트(801f)와,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100)로 구성된다. 프레넬 렌즈(801f)는 

볼록 렌즈와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는 광학 부품으로 투사 장치(701)에서 출사하는 확산 투사광을 평행화하고, 배광 

제어 소자(100)로 입사되는 광의 입사 각도를 0도 또는 그 근방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100)는 그 구성상 입사 각도가 커지면 투과율이 내려간다는 성질을 갖는다. 도 15

는 입사 각도 증대에 기초하는 투과율의 저하를 설명하는 모식도이다.

광의 입사 각도θ가 커지면 입사광(106)이 투명 비즈(105)에 의해 집속되고, 발산하면서 투명 기재(101)로부터 출사

하지만, 그 때 투명 기재(101)와 공기와의 계면으로의 입사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반사가 증대하여, 투과율이 현저하

게 저하한다. 또한, 입사 각도 θ가 커지면 투명 비즈(105)에 입사하고, 집속한 광은 배광 제어 소자(100)의 개구부, 

즉 투명 비즈(105)과 투명 접착제층(102)의 접촉 부분을 통과할 수 없어 착색 접착제층(103)으로 흡수되어 그 투과

율은 저하한다.

도 16은 배광 제어 소자(100)의 광의 입사 각도와 투과율의 관계의 일례의 그래프이다. 횡축이 광의 입사 각도 θ, 종

축이 입사 각도 θ=0°에서의 투과율을 1로 한 상대 투과율이다.

입사 각도 θ가 10°를 넘으면 투과율은 급격히 저하한다. 따라서, 배광 제어 소자(100)에 입사되는 광의 넓이(diver

gency)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실용적으로는 반치각으로 ±10°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배광 제어 소자를 종래의 예를 들면 R, G, B의 3원색에 대응하는 CRT 투사관을 3개 사용하는 3관식 투사

장치를 이용한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투과형 스크린에 이용하면, 배광 제어 소자로 입사되는 각 색 광의 입사 각도

가 다르기 때문에, 각 색 광의 투과율이 다르며 화이트 밸런스가 나빠지거나 강한 컬러 시프트가 나타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서는 사용하는 투사 장치로서는 단관식의 투사 장치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단관식에서는 각 색 광의 투과형 스크린으로의 입사 각도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한 화이트 밸

런스의 저하 또는 컬러 시프트가 생기지는 않는다.

또한 투과형 스크린(703)을 구성하는 배광 제어 소자(100)의 광 입사측에는 프레넬 렌즈(801f)를 배치하여 투사 장

치(701)로부터의 발산 투사광(704)을 평행화 하고, 배광 제어 소자(100)에의 입사광의 입사 각도를 실질적으로 0도

로 변환하는 것으로 배광 제어 소자(100)에서의 투과율 저하가 억제되며 표시 화상의 휘도를 향상할 수 있다.

여기서, 투사 장치(701)의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로서 이용한 TN 액정 표시 소자는 일반적으로 콘트라스트비의 수

평 방향의 대칭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광자(909) 및 검광자(910)의 직선 편광의 투과축이 액정 표시 소자의 표시면 

수평 방향에 대하여 45° 혹은 135°의 각도를 이루도록 배치한다. 이 경우, 액정 표시 소자(807, 808, 809)로서 동

일 구성의 액정 표시 소자를 이용하면, 액정 표시 소자를 투과한 화상광은 색 합성 크로스다이클로익 프리즘(811)에

서 1회 반사한 화상광과 1회도 반사하지 않은 화상광으로 직선 편광의 전기 벡터의 진동 방향(이하, 직선 편광의 진동

방향)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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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액정 표시 소자(807, 808)를 통과한 적색 광(R) 및 청색 광(B)은 색 합성 크로스다이클로익 프리즘(811)에서 각

각 일회 반사하기 때문에 직선 편광의 진동 방향은 동일하지만, 액정 표시 소자(809)를 통과한 녹색 광(G)은 색 합성 

크로스다이클로익 프리즘(811)에서 한번도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 편광의 진동 방향이 다른 색 광의 직선 편광

의 진동 방향과 직교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100)의 출사 특성은 입사광의 편광 상태에 의존하여 변화한다. 이 때문

에, 종래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투과형 스크린으로서,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를 이용한 경우, 어느 방향에서 

관찰하면 화상은 녹색을 나타내고 또한 이것과는 반대의 경사 방향으로부터 관찰하면 화상은 마젠타색을 나타내게 

된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701)에서는 액정 표시 소자(807, 808, 809)의 광 출사측

에 편광 상태 정렬 수단(812, 813, 814)을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편광 상태 정렬 수단(812, 813, 814)은 액정 표시 소자로부터 출사한 각 색 광이 투과형 스크린(703)에 투사되기 전

에 각 색 광의 편광 상태를 일치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도 17은 편광 상태 정렬 수단의 일례를 나타내는 모식 단면도이다. 이 편광 상태 정렬 수단은 폴리이미드계의 배향막

(1003)이 형성된 투명 기판(1001)과, 동일하게 폴리이미드계의 배향막(1004)이 형성된 투명 기판(1002)과, 이들 2

매의 투명 기판 간에 봉입한 네마틱 액정으로 이루어지는 액정층(1006)으로 구성된다. 2매의 투명 기판(1001, 1002)

간에는 도시하지 않은 스페이서에 의해 간극이 확보되며, 주위를 시일제(1005)로 시일함으로써 2매의 투명 기판을 

접착하고, 액정의 밀폐를 행하고 있다.

도 18은 편광 상태 정렬 수단의 동작을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액정 표시 소자 및 편광 

상태 정렬 수단의 투명 기판 근방에서의 액정 분자 장축의 배향 방향을 각각 화살표(911, 912, 1007, 1008)로 나타

내고 있다.

도 18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편광 상태 정렬 수단의 액정층(1006)은 2매의 투명 기판(1001, 1002) 상의 배향막에 

의해, 액정 분자 장축이 2매의 투명 기판 간 에서 45° 비틀어져 있으며, 투명 기판(1001) 측의 액정 배향 방향(1008

)은 액정 표시 소자의 표시면에 대하여 수평 방향으로 되어 있다.

한편, 액정 표시 소자측의 투명 기판(1002)측의 액정 배향 방향(1007)은 액정 표시 소자의 광 출사측의 투명 기판(91

0)의 액정 배향 방향(912)과 평행하게 되어 있으며 액정 표시 소자의 표시면 수평 방향에 대하여 45° 기울어 있다.

이 편광 상태 정렬 수단은 입사되는 광의 주파장 영역에 대하여 도파관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구성된다. 도파관의

조건은 예를 들면, J. Phys. D : App1. Phys. Vol. 8(1975)의 1575 ∼ 1584 페이지의 C.H.Gooch와 H.A.Tarry에 의

한 논문에 기재되어 있다.

즉, 파장 λ의 광을 도파관에 의해 45° 만큼 회전 편광하기 위해서는 편광 상태 정렬 수단의 액정층(1006)의 층두께

d, 파장 λ에서의 복굴절 Δn을 수학식 1을 만족하도록 설정하면 된다.

수학식 1

여기서, m은 임의의 정수이다.

따라서, 편광 상태 정렬 수단(812, 813, 814)의 d와 Δn은 이들에 입사되는 광의 주파장에 대하여 수학식 1을 만족하

도록 설정하면 되며, 여기에서는 편광 상태 정렬 수단(812, 813, 814)에 입사되는 광의 주파장을 각각 450㎚, 650㎚,

550㎚으로 하고 또한 m=4로서 설정하고, d·Δn이 각각 626㎚, 903㎚, 765㎚가 되도록 했다.

또, 도파관의 조건은 이상광 모드와 통상광 모드에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편광 상태 정렬 수단의 액정의 배향 방향

은 양 투명 기판에서의 배향 방향을 모두 도 18에 예시한 배향 방향에 대하여 90° 회전한 것을 이용해도 된다.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액정 표시 소자(807, 808, 809)를 통과한 직선 편광은 각각 편광 상태 정렬 수단(812, 813, 

814)을 통과할 때, 그 전기 벡터의 진동 방향이 45° 회전함으로써, 각 색 광의 편광의 상태가 액정 표시 소자의 표시

면에 대하여 수평 방향의 진동 방향을 갖는 직선 편광이 되며 전부 일치하게 된다.

또한, 본 실시예와 같이, 각 색 광의 직선 편광의 진동 방향을 표시면에 대하여 수평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이하의 효

과가 얻어진다.

일반적으로 복수의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를 이용한 단관식의 투사 장치에서는 각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로 형성된

광학 화상광을 합성하기 위해 크로스다이클로익 프리즘, 혹은 다이클로익 미러를 이용한다.

다이클로익 프리즘, 혹은 다이클로익 미러의 반사면은 유전체 다층막에 의해 형성되어 있고, 이것에 비스듬하게 입사

되는 직선 편광은, 입사면에 대해 평행한 p 편광, 혹은 입사면에 대해 수직의 s 편광 이외인 경우에는, 반사할 때에 편

광 상태가 바뀌고, 일반적으로 타원 편광이 되어, 각 색 광에서 편광 상태가 달라진다. 그러나, 상기된 바와 같이 각 색

광의 직선 편광의 진동 방향을 표시면에 대해 수평 방향, 즉, 색 합성 다이클로익 프리즘의 반사면에 대해 p 편광으로

서 입사하면, 각 색 광의 편광 상태는 변화하지 않고, 모든 각 색 광의 편광 상태가 일치한 상태에서, 광학 화상광을 투

과형 스크린으로 투사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배면 표시 장치에서는, 투사 장치(701)로부터 투사되는 각 색 광의 편광 상태가 일치하기 때문에, 투과

형 스크린(703)으로서 이용하는 배광 제어 소자(100)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따른 착색이 해소되어, 고품위의 

화상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투과형 스크린(701)에 입사되는 투사광이, 표시면에 대해 수평 방향의 진동 방향을 갖는 직선 편광이므로, 배광

제어 소자(100)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의해, 수직 방향보다도 수평 방향의 시야각을 넓힐 수 있다. 이것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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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표시 장치에서는 수직 방향보다도 수평 방향으로, 보다 넓은 시야각이 요구되므로 한정된 광을 관찰자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에 매우 유효하다.

상기 구성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를 투과형 스크린(703)의 배광 제어 소자(100)로서, 〔배광 제어 소자의 실시예 1

〕에 예시된 배광 제어 소자(100)의 투명 기재(101)측 표면에, 두께 2㎜의 평탄하고 투명한 광학적으로 거의 등방의 

아크릴판을 접합시킨 것을 이용하여 평가한 바, 수평 방향의 시야각 ±75°, 수직 방향의 시야각 ±45°로, 양방향 

모두 넓은 시야각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경사 방향으로부터 관찰했을 때, 프린지 패턴이나 착색의 발생은 없었다.

또한, 외부로부터 투과형 스크린으로 입사되는 불필요한 광은, 배광 제어 소자(100)의 착색 접착제층(103)에서 흡수

되기 때문에, 밝은 환경하(수직 조도 300 1x)에서, 0.5cd/㎡로 저휘도의 흑표시가 실현되었다.

또,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편광 상태 정렬 수단은, 액정 표시 소자로부터 출사한 각 색 광의 편광 상태를

일치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이면 좋고, 상기 실시예 외에, 예를 들면 비틀림 구조를 갖는 고분자 적층 막이나 1/2 파장

판 을 이용할 수 있다.

편광 상태 정렬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비틀림 구조를 갖는 고분자 적층 막은, 예를 들면 위상차 d·Δn= 275㎚의 PC 

막제의 위상차 막을 4매 적층함으로써 실현된다. 4매의 위상차 막은, 액정 표시 소자에 가까운 쪽에서 각각의 지상축

이, 액정 표시 소자의 광 출사측의 투명 기판의 액정 배향 방향에 대해 5.6°, 16.9°, 28.l°, 39.4°가 되도록 배치한

다. 이 경우도 상기 실시예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편광 상태 정렬 수단으로서 1/2 파장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액정 표시 소자를 통과한 광의 파장에 대해 1/

2 파장판으로서 기능하는 파장판의 지상축을, 액정 표시 소자의 검광자의 투과축에 대해 22.5°기울인 상태에서 배

치함으로써 상기 실시예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출사하는 직선 편광의 진동 방향이, 다른 것과는 다른 액정 표시 소자의 광 출사측에만, 편광 상태 정렬 수단으

로서 1/2 파장판을 배치하여, 다른 액정 표시 소자의 편광 상태와 일치시키는 것만으로도, 경사 방향으로부터 관찰했

을 때의 착색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액정 표시 장치의 검광자의 직선 편광의 투과축이, 표시면 수평 방향에 대해 45° 기운 경우

에 대해 설명했지만, 예를 들면 검광자의 투과축이, 미리 표시면에 대해 수평 방향, 혹은 수직 방향이 되도록 구성한 

액정 표시 소자를 이용함으로써, 편광 상태 정렬 수단의 기능을 액정 표시 소자에 겸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는, 액정 표시 소자로부터 출사한 각 색 광의 편광 상태는 색 합성 후에도 일치하기 때문에, 액정 표시 소자의 광 출사

측에 다른 광학 소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상기 실시예와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콘트라스트비의 수평 방향의 대칭성이 무너지므로, F 치의 높은 투사 광학계를 이용하여, 콘트라

스트비의 좌우의 비대칭성이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상기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는, 투과형 스크린(703)을 배광 제어 소자(100)와, 그 광 입사측

에 배치한 프레넬 렌즈(801f)로 구성했다. 이 때문에 투사 장치(701)로부터의 발산 투사광(704)은, 배광 제어 소자(1

00)로 입사할 때, 프레넬 렌즈(801f)에 의해 평행화되고, 그 입사 각도가 실질적으로 0도로 변환되기 때문에, 배광 제

어 소자(100)에서의 투과율 저하가 억제되어, 밝은 표시 화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투사 장치로서 단관식 투사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배광 제어 소자(100)의 광학 특성에 의해 생

기는 컬러 시프트나 착색을 억제하여, 고품위의 화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투사 장치로부터의 출사광의 편광 상태를 각 색 광 모두 일치시킴으로써, 배광 제어 소자(100)의 배광 특성의 편

광 의존성에 의해 생기는 경사 방향으로부터 관찰했을 때에 생기는 착색을 해소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투과

형 스크린(703)으로서 이용한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100)는, 어느 각도에서 봐도 밝은 넓은 시야각 특성을 지니

며, 외부의 불필요한 광에 의한 미광의 저감 효과가 높기 때문에, 광 시야각이면서 밝은 환경 하에서도 저휘도의 흑표

시 실현에 의해 높은 콘트라스트비를 얻을 수 있는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 이상 진술한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서는, 투사 장치에 복수의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를 이용하는 경우를 설명

했지만,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를 하나만 이용하는, 소위 단판식의 투사 장치를 이용해도 좋다. 이 경우에는, 원래 2

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는 하나밖에 없으므로, 광학 화상광의 편광 상태는 구비되지 않아도 일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

에,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100)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의해 착색이 생기는 일은 없다.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실시예2〕

이어서, 본 발명의 다른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대해 설명하겠다. 여기서 진술하는 배면 투형 표시 장치는 도 11를 

이용하여 설명한 상기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투사 장치(701), 미러(702), 투과형 스크린(703)을 구비하고, 투사 장치(

701)로부터 출사한 투사광(704)이 미러(702)를 통해 투과형 스크린(703)에 조사되고, 화상이 표시되는 것이지만, 투

사 장치(701)의 구성이 일부 다르다.

도 19는 본 실시예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따른 투사 장치의 모식 단면도이다.

이 투사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도 12에 예시한 투사 장치와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서 진술하는 투사 장치(701)는, 투

사 렌즈(801)와 크로스다이클로익 프리즘(811) 사이에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를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본 투사 장치에서는, 상기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광원(801)으로부터 출사한 백색 광은 색 분리 다이클로익 미러(802 

및 803)에서 청색 광(B)과 녹색 광(G)과 적색 광(R)으로 색 분리되고, 미러(804, 805 및 806)를 통해, 각각 액정 표시

소자(807, 809, 808)로 입사된다. 액정 표시 소자에 입사된 광은 각각, 각 색의 화상 정보에 따라 공간 변조되어 출사

되고, 편광 상태 정렬 수단(812, 813, 814)에 의해 각 색 광은 진동 방향이 일치된 직선 편광이 되어 색 합성 크로스

다이클로익 프리즘(811)으로 입사된다.

이 때, 색 합성 크로스다이클로익 프리즘(811)으로 입사되는 각 색 광은, 상기 프리즘(811)의 미러면에 대해 p 편광, 

혹은 s 편광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색 합성 프리즘(811)의 미러면은, 유전체 다층막으로 구성되어 있

고, 특별한 설계, 성막을 하지 않는 한, 미러면에 비스듬히 입사되는 직선 편광은, 입사면에 대해 평행한 p 편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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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면에 대해 수직의 s 편광이 아니면, 반사시에 편광 상태가 바뀌고, 일반적으로 타원 편광이 되어, 각 색 광의 편광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하 화상광이 색 합성 크로스다이클로익 프리즘(811)의 미러면에 대해 p 편광, 즉 표시면에 대해 수평 방

향으로 진동 방향을 갖는 직선 편광으로서 프리즘(811)에 입사되는 경우의 예를 설명한다.

색 합성 다이클로익 프리즘(811)에 입사하여 색 합성하는 화상광은,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 및 투사 렌즈(810)를 

통해 투과형 스크린(703)에 투사된다.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는, 색 합성 후의 화상광의 편광의 상태를 바꾸는 것으로, 예를 들면 도 20에 도시된 액정 

소자를 이용할 수 있다. 도 20에 도시된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는 ITO로 이루어지는 투명 전극(1103), 및 폴리이

미드계 고분자로 이루어지는 배향막(1104)이 전면적으로 적층 형성된 제1 투명 유리 기판(1101)과, 마찬가지로 투명

전극(1105) 및 배향막(1106)이 전면적으로 적층 형성된 제2 투명 유리 기판(1102)과, 2매의 투명 유리 기판(1101, 1

102) 사이에 도시하지 않은 스페이서를 끼움으로써 간극을 형성하고, 그 주위를 시일제(1108)로 시일함으로써 형성

된 공간에, 봉입한 유전 이방성이 플러스의 네마틱 액정으로 이루어지는 액정층(1107)에 의해 구성된다.

액정층(1107)의 액정 분자 장축은, 2매의 투명 유리 기판(1101, 1102)에 각각 형성된 배향막(1104 및 1106)에 러빙

처리 등의 배향 처리를 행함으로써, 양 기판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90° 비틀어진, 소위 TN 액정 소자로 되어 있다.

이어서,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의 동작을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1 및 도 22는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

의 동작을 설명하는 모식도이고, 부호(1110 및 1111)로 나타내는 화살표는, 각각 투명 유리 기판(1101 및 1102)에서

의 액정의 배향 방향을 나타낸다.

광 입사측의 투명 유리 기판(1102)에서의 액정의 배향 방향(1111)은, 입사되는 직선 편광의 전기 벡터의 진동 방향

으로 평행(혹은 수직)하고, 액정층(1107)은 가시 파장 영역에 있어서 도파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의 액정층(1107)에 전계를 인가하지 않을 때는 도 21에 예시된 바와 같이, 편광 상

태 변환 소자(815)로 입사한 광학 화상광은, 그 전기 벡터의 진동 방향이 90°회전한 직선 편광, 즉 표시면에 대해 수

직 방 향의 진동 방향을 갖는 직선 편광이 되고, 투사 렌즈(810)를 통해, 투과형 스크린(703)에 투사된다.

본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이용하는 투과형 스크린(703)은 상기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미소 렌즈로서 구형의 투명 

비즈를 이용한 배광 제어 소자와, 프레넬 렌즈로 구성된다.

이 경우, 상기된 바와 같이 투과형 스크린(703)에 입사되는 투사광이, 표시면에 대해 수직 방향의 진동 방향을 갖는 

직선 편광이면, 배광 제어 소자(100)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의해, 수평 방향보다도 수직 방향의 시야각이 넓어

진다.

또한, 도 22에 예시된 바와 같이, 2매의 투명 유리 기판 상에 형성된 투명 전극(1103) 및 투명 전극(1105)에 전압을 

인가하고, 액정층(1107)에 전계를 인가함으로써, 액정 분자를 그 분자 장축이 투명 유리 기판에 대해 거의 수직이 되

도록 하면,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에 입사한 광학 화상광은 편광 상태가 거의 변하지 않고 통과한다. 즉, 표시면에 

대해 수평 방향의 진동 방향을 갖는 직선 편광인 상태에서, 투사 렌즈(810)를 통해, 투과형 스크린(703)에 투사된다. 

이 경우에는 투과형 스크린(703)을 구성하는 배광 제어 소자(100)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의해, 수직 방향보다

도 수평 방향의 시야각이 넓어진다.

즉, 종래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서는 투과형 스크린을 바꾸지 않으면 그 시야각 특성을 바꿀 수 없지만,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서는,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의 액정층에 인가하는 전계를 제어하는 간단한 조작으로, 시

야각 특성을 용이하게 바꿀 수 있다는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

또,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는, 상기 TN 액정 소자 외에 ECB(Electrically Con

trolled Birefringence) 액정 소자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TN 액정 소자와 다른 것은, 액정층의 두께나 액정 분자

의 배향 방향 등의 액정층에 관한 부분뿐이므로, 도 20에 예시한 TN 액정 소자의 모식 단면도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ECB 액정 소자로 구성되는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는, 상기 TN 액정 소자 로 구성되는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

와 마찬가지로, ITO로 이루어지는 투명 전극(1103) 및 폴리이미드계 고분자로 이루어지는 배향막(1104)이 전면적으

로 적층 형성된 제1 투명 유리 기판(1101)과, 마찬가지로 투명 전극(1105) 및 배향막(1106)이 전면적으로 정층 형성

된 제2 투명 유리 기판(1102)과, 2매의 투명 유리 기판사이에 도시하지 않은 스페이서를 끼움으로써 간극을 형성하

고, 그 주위를 시일제(1108)로 접속함으로써 형성된 공간에 봉입된 네마틱 액정으로 이루어지는 액정층(1107)으로 

구성된다.

네마틱 액정의 유전 이방성은 플러스라도 마이너스라도 상관없지만, 액정의 배향은 유전 이방성이 플러스의 네마틱 

액정인 경우에는 균일 배향으로 하고, 유전 이방성이 마이너스의 네마틱 액정인 경우에는 비균일 배향으로 한다.

이 때, 액정층(1107)에 전계를 인가했을 때의 액정의 배향 방향을 맞추기 위해, 모든 경우에 1∼4°정도의 프리틸트

각을 갖게 하고, 액정의 분자 장축의 방향이 표시면에 대해 45°의 방향이 되도록 배향 처리를 행한다.

액정층(1107)의 두께를 d, 액정의 굴절률 이방성을 Δn로 한 경우, d·Δn은 λ/2(λ은 광학 화상광의 중심 파장) 이

상이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구성한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에서는, 2매의 투명 유리 기판 상에 형성된 투명 전극(1103과 1105)에 

전압을 인가하고, 액정층(1107)에 전계를 인가함으로써, 입사되는 광학 화상광에 대해 액정층(1107)의 겉보기 값의 

d·Δn을 0∼λ/2의 범위에서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액정층(1107)의 겉보기 값의 d·Δn이 0일 때는,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에 입사한 광학 화상광은, 편광 

상태가 거의 바뀌지 않고 통과하기 때문에, 표시면에 대해 수평 방향의 진동 방향을 갖는 직선 편광인 상태로 투과형 

스크린(703)에 입사한다. 이 경우에는, 투과형 스크린(703)을 구성하는 배광 제어 소자(100)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

존성에 의해, 수직 방향보다도 수평 방향의 시야각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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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액정층의 겉보기 값의 d·Δn이 λ/2일 때는,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에 입사한 화상광은, 그 전기 벡터의 진

동 방향이 90°회전한 직선 편광, 즉 표시면에 대해 수직 방향의 진동 방향을 갖는 직선 편광이 되어 투과형 스크린(7

03)으로 입사한다. 이 경우에는 배광 제어 소자(100)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의해, 수평 방향보다도 수직 방향

의 시야각이 넓어진다.

또한, 액정층의 겉보기 값의 d·Δn이 λ/4일 때는,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에 입사한 화상광은 거의 원편광이 되어

투과형 스크린(703)에 입사한다. 이 경우에는, 수직 방향, 수평 방향 모두 같은 정도의 등방성 시야각을 얻을 수 있 다

.

여기서 ECB 액정 소자로 구성되는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의 동작을, 도 23 및 도 24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한다.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의 액정으로서 유전 이방성 Δε=-4.2, 굴절률 이방성Δn=0.083의 네마틱 액정을 이용하

여, 액정층의 두께를 3.5㎛로 했다.

배향막(1104 및 1105)은 수직 배향성을 나타내는 폴리이미드계 배향막을 이용하여, 표시면 수평 방향에 대해 45°

의 각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러빙 처리를 행하고, 액정 분자에 약 2°의 프리틸트를 부여했다.

이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의 액정층(1107)은, 전계 무인가인 경우에는, 액정층(1107)의 겉보기 값의 d·Δn은 거

의 0이므로,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사한 광학 화상광은 편광 상태가 거의 바뀌지 않아 통과하고, 투사 렌즈(810

)를 통해, 표시면에 대해 수평 방향의 진동 방향을 갖는 직선 편광의 상태에서, 투과형 스크린(703)에 투사된다. 이 경

우에는 투과형 스크린(703)을 구성하는 배광 제어 소자(100)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의해, 수직 방향보다도 수

평 방향의 시야각이 넓어진다.

한편,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2매의 투명 유리 기판 상에 형성된 투명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고, 액정층(1107)에 

전계를 인가함으로써 액정 분자의 분자 장축을 투명 유리 기판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기울어, 액

정층(1107)의 겉보기 값의 d·Δn이 225㎚이 되도록 하면,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에 입사한 화상광은 그 전기 벡

터의 진동 방향이 거의 90°회전하고, 표시면에 대해 수직 방향의 진동 방향을 갖는 직선 편광, 혹은 표시면에 대해 

거의 수직 방향으로 장축을 갖는 타원 편광이 되어 투과형 스크린(703)으로 입사한다. 이 경우, 투과형 스크린(703)

을 구성하는 배광 제어 소자(100)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의해, 수평 방향보다도 수직 방향의 시야각이 넓어진

다.

또한,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의 2매의 투명 유리 기판 상에 형성된 투명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고, 액정층(1107)에 

전계를 인가함으로써 액정 분자의 분자 장축을 투명 유리 기판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기울여, 액

정층의 겉보기 값의 d·Δn을 137.5㎚이 되도록 하면,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에 입사한 광학 화상광은 거의 원편

광이 되어 투과형 스크린(703)으로 입사한다. 이 경우에는 투과형 스크린(703)을 구성하는 배광 제어 소자(100)의 특

성에 따라,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모두 같은 정도의 등방성 시야각을 얻을 수 있다.

즉, 종래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서는 투과형 스크린을 바꾸지 않으면, 그 시야각 특성을 바꿀 수 없지만, 본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서는, TN 액정 소자, 혹은 ECB 액정 소자에 의해 구성한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의 액정층에 

인가하는 전계를 제어함으로써, 수평 방향의 시야각을 넓히거나, 수직 방향의 시야각을 넓히거나, 수평 방향, 수직 방

향 모두 같은 정도의 등방성 시야각을 얻을 수 있도록, 용이하게 시야각 특성을 바꿀 수 있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로서, 액정 소자를 이용함으로써 시야각 특성을 가변으로 하는 경우

에 대해 상술했지만, 그 외에, 예를 들면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로서 위상차판을 배치함으로써, 원하는 시야각 특

성을 얻 도록 해도 좋다. 예를 들면, 편광 상태 변환 소자(815)로서 1/4 파장판을 배치하고, 투과형 스크린(703)으로 

입사되는 광학 화상광을, 원편광으로 함으로써 등방성 시야각을 얻도록 하는 등 여러 변형을 생각할 수 있다.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실시예 3〕

이어서, 본 발명의 다른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대해 설명한다. 도 40는 본 실시예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모식 

구성 사시도이다.

본 실시예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는, 상기 실시예2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관찰자의 유무를 감지하는 관찰자 

감지부(4002)와, 관찰자 감지부로부터의 감지 신호를 수신하여 관찰자의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위치를 판단하는 관찰

자 위치 판단 수단(도시 생략)과, 그 정보에 기초하여 투사 장치(701)에 배치한 편광 상태 변환 소자로 제어 신호를 출

력하는 제어 신호 출력 수단(도시 생략)을 부가한 것이다.

관찰자 감지부(4002)는, 복수의 관찰자 감지 센서로 구성되고, 이들 관찰자 감지 센서는, 구분된 복수의 영역에 존재

하는 관찰자를 각각 감지한다. 상기 관찰자 감지 센서에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할 수 있다.

도 41 및 도 42는, 관찰자 감지 센서가 감지하는 구분된 영역을 예시한 것이다. 도 41에는 수직 방향을 I, Ⅱ, Ⅲ의 3 

영역에, 또한 도 42에는 수평 방향을 A, B, C의 3 영역으로 구분한 경우를 나타낸다. 이 예에서는, 관찰자(4100)를 감

지하기 위한 관찰자 감지 센서는 9개 필요하다.

상기된 관찰자 감지부(4002)에 설치한 9개의 관찰자 감지 센서가, 각각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4001) 전방에서 관찰

하는 관찰자(4100)를 감지하고, 각각의 감지 신호에 기초하여 관찰자 위치 판단 수단이 수직 및 수평의 어떤 영역(위

치)에 관찰자(4100)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관찰자 위치 판단 수단의 정보에 기초하여 제어 신호 출력 수단이, 

투사 장치(701)의 편광 상태 변환 소자로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실시예2와 마찬가지로, 본 실시예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는, 투사광(704)의 편광 상태를 투사 장치(70

1) 내의 편광 상태 변환 소자에 따라 바꿈으로써, 투과형 스크린(703)의 시야각 특성을 바꿀 수 있다. 즉, 관찰자의 위

치를 감지, 판단하여, 편광 상태 변환 소자를 제어하고, 투사광(704)의 편광 상태를 적절한 상태로 변환함으로써, 관

찰자에게 밝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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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 43 및 도 44에 의해 본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효과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서는 한정된 광을 관찰자 방향으로 유효하게 배광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시야각은, 수평 방향의 시야각보다도 좁게

설정되어 있고, 도 43에 예시된 바와 같이 스크린(703)의 전면에 걸쳐, 균일한 휘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유효 범위

는 수직 방향에서는 좁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관찰자(4100)는 의자에 앉는 등 적절한 높이로 관찰하거나, 또는 일

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찰하지 않으면,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도 43에 예시된 바와 같이 관찰자(4100)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에는 양호한 영상을 볼 수 있어도, 일어나면 

스크린(703) 하부의 화상은 어두워져 양호한 영상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본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서는 관찰자가 일어난 경우, 일어난 관찰자(4102)는 관찰자 감지부(4002)에 의해

감지되고, 이 감지 신호를 바탕으로 관찰자의 위치는 인체 위치 판단 수단에 의해 판단된다. 또한 이 관찰자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제어 신호 출력 수단이 편광 상태 변환 소자를 제어하고, 투사광의 편광 상태를 적절한 상태로 변환

함으로써, 도 44에 예시된 바와 같이, 수직 방향의 시야각을 확대하여 서 있는 관찰자(4102)에게 양호한 영상을 제공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 43에 예시된 상태에서는, 스크린(703)에 투사되는 투사광을 스크린(703)의 표시면에 대해, 수

평 방향의 진동 방향을 갖는 직선 편광으로 함으로써, 수직 방향보다도 수평 방향의 시야각이 넓은 시야각 특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찰자가 일어난 경우에는, 관찰자 감지부(4002)의 감지 신호를 바탕으로 편광 상태 변환 소자를 제어하여, 

투사광을 스크린(703)의 표시면에 대해 수직 방향의 진동 방향을 갖는 직선 편광으로 변환함으로써 도 44에 예시된 

바와 같이 수직 방향의 시야각을 넓혀 관찰자(4102)에게 양호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된 바와 같이, 본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는,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시야각 특성이 자동적으로 바뀌고, 한정된 영

상광을 관찰자의 방향으로 유효하게 배광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자는 임의의 위치에서 양호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실시예4〕

이어서 본 발명의 다른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대해 설명하겠다. 본 실시예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는, 도 11를 이

용하여 설명한 상기 실시예와 동일하지만, 투사 장치(701)에 사용되는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의 구성이 다르다.

본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특징은, 투사 장치(701)에 사용되는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가, 표시에 편광을 이용하지 

않고 무편광의 상태에서 표시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이에 따라 투과형 스크린(703)을 구성하는 배광 제어 소

자(100)의 투명 기재의 광학적인 이방성에 따른 프린지 패턴의 발생이나, 배광 제어 소자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

에 따른 색도 변화라고 하는 과제를 근본으로부터 회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표시에 편광을 이용하지 않는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로서는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폴리머 분

산형 액정 소자를 산란형 표시 소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폴리머 분산형 액정으로는, 마이크로 캡슐에 들어간 플러스의 유전 이방성을 갖는 네마틱 액정을 폴리머 내로 분산한

것, 폴리머 매트릭스 중에 액정 방울을 분산한 것, 혹은 액정 연속층 속에 메쉬형 폴리머를 형성한 것 등이 있다.

도 25는,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의 일례를 나타내는 모식 단면도이다. 이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2500)는, ITO로

이루어지는 투명 전극(2503)이 전면에 형성된 제1 투명 유리 기판(2501)과, 화소를 형성하는 투명 전극(2504) 및 이

것과 접속되는 도시하지 않은 배선이나 박막 트랜지스터 등의 스위칭 소자를 갖는 제2 투명 유리 기판(2502)과, 시일

제(2508)를 통해 접속된 2매의 투명 유리 기판(2501, 2502) 사이에 형성된 폴리머 분산 액정층(2505)으로 구성된다.

폴리머 분산 액정층(2505)은, 폴리비닐 알콜 등의 폴리머(2507) 내에 플러스의 유전 이방성을 갖는 액정 방울(2506)

을 분산함으로써, 액정의 분자 단축 방향의 굴절률과 폴리머의 굴절률은 거의 일치되고 있다.

도 26에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의 동작을 나타낸다. 폴리머 분산 액정층(2505)의 액정은, 폴리머 분산 액정층(250

5)에 전계가 인가되지 않은 경우, 액정이 폴리머 측벽에 의한 앵커링, 벽면의 형상, 표면 에너지등의 영향을 받아, 불

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 이 때문에, 폴리머 분산 액정층(2505)은, 액정 분자 장축 방향의 굴절률 ne로부터 액정 단축

방향의 굴절률 no까지의 굴절률 분포를 갖는 미립자가, 굴절률 no의 폴리머 매트릭스 내에 부유하게 되고, 입사한 광

은 굴절률이 다른 계면에서 굴절하고, 산란한다.

한편, 투명 유리 기판(2501, 2502) 상의 투명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여 액정에 전계를 인가하면, 액정은 그 분자 장축

이 투명 유리 기판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배열되고, 광의 진행 방향으로부터 보는 액정의 굴절률은 no에서 일정해져, 

폴리머 매트릭스의 굴절률과 일치한다. 이 때문에, 입사광은 액정과 폴리머의 계면에서 산란하지 않고 투과한다.

이와 같이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에서는, 폴리머 분산 액정층(2505)으로의 전계의 인가/비인가에 의해 광의 산란 

정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광의 투과량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을 표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의 산

란 정도를 광의 명암으로 변환하는 광학계가 필요해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목적으로는 슈리렌 광학계가 

이용된다.

도 27 및 도 28는 슈리렌 광학계를 이용한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의 표시 동작을 설명하는 모식도이다. 광원(2801)

으로부터 출사한 거의 평행광은 집속 렌즈(2802)의 작용에 따라 입사측 조리개(2803)의 개구부에 집속되고, 입사측 

조리개(2803)의 개구부를 통과한 광은 렌즈(2701)에 의해, 다시 거의 평행광이 되어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2500)

로 입사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2500)의 폴리머 분산 액정층에, 충분한 전계가 인가되면 폴

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2500)에 입사한 광은 거의 평행광인 상태로 투과하고, 집속 렌즈(2702)로 집속되어, 출사측 

조리개(2817)의 개구부를 통과한다.

한편, 도 2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2500)의 폴리머 분산 액정층에 전계가 인가되지 않았을 때

에는,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2500)에 입사한 광은 산란하여, 출사측 조리개(2817)의 개구부를 거의 통과할 수 없

다. 따라서, 출사측 조리개(2817)를 통과하는 광을 표시하는데 이용함으로써 명암의 표시가 가능해진다.

이어서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를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로서 이용한 투사 장치에 대해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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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9는,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를 이용한 투사 장치의 일례를 나타내는 모식 단면도이다.

광원(2801)은 회전포물면 형상의 반사기와, 반사기의 초점 위치에 발광부를 배치한 메탈 할로겐 램프로 구성되고, 발

광부로부터 출사한 광의 대부분은 반사기에 의해 반사하고, 거의 평행광이 되어 출사한다. 광원(2801)으로부터 출사

한 광은, UV, IR 컷트 필터(도시 생략)를 통과함으로써,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제거된 백색 광이 되고, 입사측 집속 렌

즈(2802)의 작용에 따라 입사측 조리개(2803)의 개구부에 집속된다.

상기 입사측 조리개(2803)를 통과한 백색 광은, 적색 광 반사 다이클로익 미러(2804)에서 적색 광 성분이 반사하고, 

반사한 적색 광은 전 반사 미러(2807)를 통해, 입사측 렌즈(2812)로 입사하고, 상기 입사측 렌즈의 작용에 따라 평행

광이 되어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2815)로 입사한다.

한편, 적색 광 반사 다이클로익 미러(2804)를 투과한 광 중, 녹색 광 성분은 녹색 광 반사 다이클로익 미러(2805)에서

반사하여, 입사측 렌즈(281)에 입사하고, 그 작용에 따라 평행광이 되어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2814)에 입사한다.

또한, 녹색 광 반사 다이클로익 미러(2805)를 투과한 청색 광은, 입사측 렌즈(2810)로 입사하고, 그 작용에 따라 평행

광이 되어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2813)로 입사한다.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2813, 2814, 2815)에 입사한 각 색 광은, 각각의 화상 정보에 따라 산란 상태가 제어되어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로부터 출사한다.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2815)를 통과한 적색 광은, 녹색 광 반사 다이클

로익 미러(2808) 및 청색 광 반사 다이클로익 미러(2809)를 투과하여 투사 렌즈(2819)에 입사한다.

또한,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2814)를 통과한 녹색 광은, 녹색 광 반사 다이클로익 미러(2808)에서 반사하여, 적색 

광과 합성되고, 청색 광 반사 다이클로익 미러(2809)를 투과하여 투사 렌즈(2819)에 입사한다.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2813)를 통과한 청색 광은 전 반사 미러(2806) 및 청녹색 광 반사 다이클로익 미러(2809)에서 반사하여, 적색 

광 및 녹색 광과 합성되어 투사 렌즈(2819)에 입사한다.

투사 렌즈(2819)는, 후군 렌즈(2816) 및 전군 렌즈(2818)와 이들 사이에 배치된 출사측 조리개(2817)로 구성된다.

투사 렌즈(2819)의 후군 렌즈(2816)와, 상기 입사측 렌즈(2810, 2811 및 2812)는, 투사 렌즈의 출사측 조리개(2817

)와, 상기 입사측 조리개(2803)를 상호 공역인 관계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사 렌즈(2819)에 입사한 광 중,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2813, 2814, 2815)에 있어서 산란 작용을 받지 않은 화소의 광은, 출사측 조리개(2817)를 투과하

여 명표시가 된다.

한편,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2813, 2814, 2815)에 있어서 산란 작용을 받은 화소의 광은, 그 일부, 또는 대부분이 

출사측 조리개(2817)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암표시가 된다.

이와 같이 본 투사 장치로부터 투사되는 광학 화상광은, 표시에 편광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무편광의 상태이

다. 즉, 투과형 스크린(703)으로 입사되는 광학 화상광은 무편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하는 배광 제어 소자(100)의

투명 기재에 복 굴절성이 있어도, 투명 기재의 광학적인 이방성에 따른 프린지 패턴의 발생이나, 배광 제어 소자의 배

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따른 색도 변화라고 하는 문제는 회피된다. 즉, 배광 제어 소자의 투명 기재로서, 광학 이방

성이 있는 투명체를 이용해도 되므로 재료 선택 범위가 넓고, 따라서 보다 염가로 고강도의 재료 를 이용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

상기에 의해, 복 굴절성이 작은 막, 예를 들면 TAC 막과 같이 고가이면서, 강도가 약한 막 대신에, 2축 연신된 PET 

막과 같이 염가이면서 고강도의 막을 배광 제어 소자의 부재로서 이용할 수 있어,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투과형 스

크린을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본 실시예에 이용하는 배광 제어 소자(100)에 대해 설명한다. 본 배광 제어 소자(100)는 도 1 및 도 2에 예시

된 바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투명 기재(101)에는 두께 120㎛의 평탄한 2축 연신된 PET 막을 이용했다. 2축 연

신막은, 무연신막에 비해 인장 강도나 충격 강도가 증대하여, 투명성, 사용 온도 범위 등의 물성도 현저히 향상한다.

본 배광 제어 소자(100)는 이하에 상술된 방법으로 제작했다. 투명 기재(101)의 표면에 폴리에스테르계 핫멜트 접착

제로 이루어지는 투명 접착제층을 5㎛, 그 상부에 마찬가지로 폴리에스테르계 핫멜트 접착제에 카본 블록을 10중량

부 배합한 착색 접착제층을 4.5㎛를 형성하여, 일단 고형화한다.

그 상부에 굴절률이 1.935(파장 589.3㎚), 직경이 50㎛의 구형의 유리제 투명 비즈를 밀집 분산 배치하고, 항온조 속

에서 투명 접착제층 및 착색 접착제층을 연화시키면서, 가압판에 의해 투명 비즈를 투명 기재측으로 가압하여 상기 

비즈를 접착제층에 매몰하여 고착한다. 투명 비즈 고착 후의 접착층의 두께는 투명 접착제층과 착색 접착제층을 합하

여 약 21㎛이고, 투명 비즈는 그 직경의 약 58%가 접착제층으로부터 노출되었다.

이 배광 제어 소자(100)의 투명 기재(101)측 표면에, 두께 2㎜의 평탄하고 투명한 광학적으로 등방의 아크릴판을 접

합시키고, 또한 투명 비즈(105)측에 프레넬 렌즈를 배치하여 투과형 스크린(703)으로 한 것을 2차원 광학 스위치 소

자로서,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를 이용한 투사 장치(701) 및 미러(702)와 조합하여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를 실현했다.

이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를 평가한 바, 투사 장치(701)로부터 투사되는 각 색 광의 편광 상태는 무편광으로 일치하고

, 투과형 스크린(703)을 구성하는 배광 제어 소자(100)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따른 착색이나, 프린지 패턴이 

없는 고품위의 화상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모두 ±60°로 넓어, 등방성 시야각을 얻을 수 있

었다.

또한, 외부로부터 투과형 스크린에 입사되는 불필요한 광은, 배광 제어 소자의 착색 접착제층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밝은 환경하(수직 조도 300 1x)에서, 0.5cd/㎡로 저휘도인 흑표시가 실현되어, 밝은 환경 하에서도 높은 콘트라스트

비를 얻을 수 있었다.

또, 표시하는데 편광을 이용하지 않은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로서는, 미국 특허 제5061049호, 동일한 제5083857호

, 또는 미국 특허 출원08/161832 및 미국 특허 출원08/171303 등에 기재되어 있는 디지털 미러 디바이스(DMD)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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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DMD는, 반도체 기판 상에 비틀림 힌지에 의해 지지된 화소에 상당하는 미소 미러의 어레이와, 어드레스 전극을

갖고, 어드레스 전극에 전압이 인가되면 미소 미러가 정전 흡인력에 의해 편향, 또는 회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사광을 투사 렌즈를 향하여 반사하면 명표시, 입사광을 광 흡수 수단을 향하여 반사하면 암표시가 된다. 즉,

무편광으로 표시를 행할 수 있으므로, 폴리머 분산형 액정 소자를 이용한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와 마찬가지로, 투과

형 스크린으로서 이용하는 배광 제어 소자의 투명 기재가, 광학적으로 이방성이라도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따른

착색이나, 프린지 패턴이 없는 고품위의 화상을 얻을 수 있다.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의 실시예5〕

이어서 본 발명의 다른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대해 설명하겠다. 여기서 상술된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는 도 11를 

이용하여 설명한 상기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투사 장치(701), 미러(702), 투과형 스크린(703)을 지니고, 투사 장치(7

01)로부터 출사한 투사광(704)이 미러(702)를 통해 투과형 스크린(703)에 조사되고, 화상이 표시되는 것이지만, 투

사 장치(701)의 구성이 다르다.

본 발명의 요점 중 하나는, 투과형 스크린(703)을 구성하는 배광 제어 소자(100)에 입사되는 화상광을, 대강 무편광

으로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로서, 무편광으로 표시 가능한 표시 소자를 이

용하는 것 외에, 배광 제어 소자와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사이에, 편광을 해소하는 편광 해소 수단을 배치함으로써 

이것을 실현하였다.

편광 해소 수단으로는 파장 폭, 시간 등의 적분 범위 내에서 여러 편광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이들을 혼합 평균화함으

로써 위상의 면에서 대강 무편광을 만드 는 소자, 소위 의사 디폴라라이저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 디폴라라이저로서는, 예를 들면 광학축으로 평행하게 추출하여 연마한, 굴절률 이방성 Δn=0.009이고, 두께 2

㎜와 두께 1㎚의 수정판을, 지상축이 상호 4 5°를 이루도록 조합한 Lyot의 디폴라라이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디폴

라라이저를 이용하면, 백색 광에 대해 거의 완전한 디폴라라이저가 된다. 또한, 막 두께를 d, 굴절률 이방성을 Δn으로

했을 때 d·Δn을 가시 파장에 대해 충분히 크게 한 고분자 액정 막이나 위상차 막을 적층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의사

디폴라라이저를 구성해도 좋다.

이러한 의사 디폴라라이저는, 예를 들면 도 30에 도시된 투사 장치와 같이,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807, 808, 809)

를 통과한 광이 색 합성된 후의 광로 중에 배치하면 좋다. 도 30는 상기 실시예에서 설명한 TN 액정 표시 소자를 이

용한 투사 장치에, 의사 디폴라라이저(3000)를 새롭게 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편광이 거의 해소된 광학 화상광을 투과형 스크린(703)에 투사할 수 있다.

즉, 투사 장치(701)로부터 투사되는 각 색 광의 편광 상태는, 대강 무편광이 되어 일치하기 때문에, 배광 제어 소자(1

00)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따른 착색이나, 프린지 패턴이 없는 고품위의 화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배광 제어

소자(100)의 투명 기재(101)로서 광학 이방성이 있는 투명체를 이용해도 되므로, 투명 기재(101)의 재료 선택 범위가

넓어져, 보다 염가이면서 강도가 높은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이상 진술한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서는 그 투사 장치의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로서, 투과형의 액정 표시 소자

를 이용한 것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반사형의 표시 소자라도 좋다.

또한, 표시 모드도 TN 모드에 한하지 않고, VA(Vertical Aligned) 모드나, ECB 모드, OCB 모드, STN(Super Twist

ed Nematic) 모드 등의 액정 표시 소자, 강유전 액정이나 반강유전 액정을 이용한 액정 표시 소자라도 좋다.

〔액정 표시 장치의 실시예 1〕

도 31은, 본 발명에 따른 배광 제어 소자를 이용한 직시형의 액정 표시 장치의 모식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는, 액정 표시 소자(1302)와, 그 배면에 설치된 백 라이트 장치(1301)와, 액정 표시 소자(13

02)의 배면과 전면에 각각 배치된 편광자(1204) 및 검광자(1214)와, 검광자(1214) 전면에 설치된 본 발명의 배광 제

어 소자(100)로 구성된다.

백 라이트 장치(1301)는, 거의 평행한 광을 효율적으로 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특개평9-505412호 공보나

, 국제 공개 번호 WO95/14255에 기재된 「전자 광학 디스플레이용의 백 라이트 조립체」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냉음극관으로 이루어지는 광원(1201)과, 투명한 아크릴 수지로 구성되는 도광체(1202)와, 광평행화 수단(1

203)으로 구성되는 백라이트 장치를 이용했다.

광평행화 수단(1203)으로서는, 공지의 소자, 예를 들면 도 31에 도시된 도광 체(1202)에 광학적으로 결합된 4각추형

의 마이크로테이퍼 로드 배열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광체(1202)로부터 유도된 광은, 마이크로테이퍼로드의 

벽면에서 1회 이상 전 반사하고, 거의 평행화되어 출사한다.

광평행화 수단(1203)으로서는, 이 외에 마이크로 프리즘 시트나, 마이크로 렌즈 배열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광평

행화 소자(1203)를 갖는 백 라이트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반치각으로 ±10°이내의 거의 평행화된 조명광을 얻을 수 

있다.

액정 표시 소자(1302)는, ITO로 이루어지는 투명 전극(1212) 및 폴리이미드계 고분자로 이루어지는 배향막(1211)을

갖는 제1 투명 기판(1210)과, 배향막(1207)과, 화소를 형성하는 투명 전극(1206), 및 이것과 접속되는 도시하지 않은

배선이나 박막 트랜지스터 등의 스위칭 소자를 갖는 제2 투명 기판(1205)과, 시일제(1208)를 통해 접속된 2매의 투

명 기판(1212, 1210) 사이에 봉입된 유전 이방성이 플러스의 네마틱 액정으로 이루어지는 액정층(1209)을 갖는다.

액정 표시 소자(1302)는, 2매의 투명 기판(1205 및 1210)에 설치된 배향막(1207 및 1211)에, 러빙 처리를 행함으로

써 액정층(1209)의 액정 분자 장축이 2매의 투명 기판사이에서 연속적으로 90도 비틀어진, 소위 TN 액정 표시 소자

를 구성하고 있다.

상기 액정 표시 소자(1302)의 광 입사면과 광 출사면에는, 각각 편광자(1204) 및 검광자(1214)가, 상호 직교하는 직

선 편광을 투과하도록 배치된다. 편광자(1204) 및 검광자(1214)로서는, 연신한 PVA에 요오드를 흡수시켜 편광 기능

을 부여한 막 양면에 TAC 보호층을 설치한 것을 이용하고, 각각 투명 기판(1205) 및 투명 기판(1210)에 아크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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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로, 광학적으로 결합되도록 접착된다.

검광자(1214)의 전면에는, 배광 제어 소자(100)가 배치된다. 배광 제어 소자(100)로서는, 배광 제어 소자의 실시예1

에서 설명한 소자를 이용했다. 검광자(1214)와의 접착은, 여기서는 액정 표시 소자의 표시부를 둘러싸도록 패터닝된 

접착제(1213)에 의해 행했지만, 배광 제어 소자(100)의 투명 비즈와 검광자(1214)와의 간극을, 그 전면에 걸쳐 굴절

률이 낮은 투명한 접착제로 매립하도록 접착하거나, 이들을 병용할 수도 있다.

이어서, 상기 직시형 액정 표시 장치의 동작에 대해 설명하겠다. 백 라이트 장치(1301)로부터의 출사광(1215) 중, 편

광자(1204)를 투과한 직선 편광은, 액정 패널(1302)을 투과하여 검광자(1214)로 입사한다. 이 때, 액정 패널(1302)

을 투과하는 광의 편광 상태는, 액정층(1209)으로 인가되는 전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액정층(1209)에 화상 정보

에 대응한 전계를 인가함으로써, 검광자(1214)를 투과하는 광량을 제어하여 화상을 형성할 수 있다. 검광자(1214)를 

투과한 화상광은 배광 제어 소자(100)에 입사한다.

배광 제어 소자(100)로 입사한 광은 그 대부분이 배광 제어 소자(100)의 투명비즈에 입사하여, 그 굴절 작용에 따라 

집속하고, 발산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TN 액정 표시 장치에는 시야각 의존성이 있어, 경사 방향으로부터 관찰하면 콘트라스트비의 저하, 

계조 반전, 색조 변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면 근방의 범위로 한정된다.

또한, 배광 제어 소자(100)는 상기된 바와 같이, 입사광의 입사 각도가 커지면 착색 접착제층에서의 흡수에 의해 투과

율이 낮아진다. 이 때문에 액정 표시 소자(1302)로부터 출사하는 광 중, 콘트라스트비의 저하나 계조 반전, 색조 변화

가 발생하는 입사 각도가 큰 광은, 착색 접착제층에서 대부분이 흡수된다.

한편,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입사 각도 0°의 정면 근방의 광은 투과하여, 등방적으로 확산되기 때

문에, 넓은 시야각 범위에서 색조 변화나 계조 반전이 없어, 콘트라스트비가 높은 화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백 라이트 장치(1301)로부터 액정 표시 소자(1302)로 조사되는 광이 거의 평행한 광

이기 때문에, 액정 표시 소자(1302)에서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는 각도 범위의 광량 비율이 증가하면, 동시에 배광

제어 소자(100)에서의 광 손실이 저감하여 광의 이용 효율이 높아지므로, 고휘도이면서, 고콘트라스트인 화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배광 제어 소자(100)는 외부 불필요 한 광에 의한 미광의 저감 효과가 높으므로, 밝은 환경 하에서도 

저휘도의 흑표시가 실현되어, 콘트라스트비가 높은 화상을 얻을 수 있다.

상기 구성의 액정 표시 장치를 평가한 바, 시야각 ±80°의 범위에서 색조 변화나 계조 반전이 없어, 콘트라스트비가 

100 : 1 이상의 등방적으로 넓은 시야각을 얻을 수 있었다.

또, 통상, TN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콘트라스트비의 수평 방향의 대칭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광자 및 검광자의 직선 

편광의 투과축은, 표시면 수평 방향에 대해 45°의 각도를 이루도록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는 시야각 0°근방의 화상광을 등방적으로 확산시

킴으로써, 넓은 시야각을 얻기 때문에, 편광자(1204) 및 검광자(1214)의 직선 편광 투과축을, 표시면 수평 방향에 대

해 45° 혹은 135°로 하지 않아도 콘트라스트비의 대칭성은 유지된다. 오히려, 본 액정 표시 장치를 구성하는 배광 

제어 소자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으로부터, 검광자(1214)의 직선 편광 투과축은, 액정 표시 소자(1302)의 표시면

의 수평 방향과 거의 일치하도록 배치해야된다.

즉, 도 32의 모식도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편광자(1204)의 직선 편광 투과축은, 액정 표시 장치의 표시면에 대해 수

직 방향으로 배치하고, 검광자(1214)의 직선 편광 투과축은, 액정 표시 장치의 표시면에 대해 수평 방향으로 배치한

다. 따라서, 액정의 배향 방향도 이 방향을 따르고, 투명 기판(1205)측의 액정의 배향 방향은, 액정 표시 장치 표시면

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하고, 투명 기판(1210)측의 액정의 배향 방향은, 액정 표시 장치 표시면에 대해 수평 방향, 혹

은 투명 기판(1205)측의 액정의 배향 방향은 액정 표시 장치 표시면에 대해 수평 방향으로 하고, 투명 기판(1210)측

의 액정의 배향 방향은 액정 표시 장치 표시면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한다.

상기된 바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배광 제어 소자(100)에 입사되는 광은 표시면에 대해, 수평 방향의 진동 방향을 갖는

직선 편광이 된다. 이 경우, 상기된 바와 같이 배광 제어 소자(100)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의해, 표시면의 수직

방향보다도, 수평 방향의 시야각이 넓고, 좌우 대칭의 휘도의 액정 표시 소자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표

시 장치에서는 수직 방향보다도 수평 방향으로, 보다 넓은 시야각이 요구되므로, 한정된 광을 관찰자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유효하다.

〔액정 표시 장치의 실시예 2〕

도 33은, 본 발명의 다른 직시형 액정 표시 장치의 모식 단면도이다. 이 액정 표시 장치는, 도 31에 도시된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 검광자(1214)와 배광 제어 소자(100)사이에 위상차판(3100)을 배치한 것이다.

상기된 바와 같이, 본 액정 표시 장치를 구성하는 배광 제어 소자(100)는, 입사광의 편광 상태에 따라, 그 배광 특성, 

즉 시야각을 바꿀 수 있다. 위상차판(3100)은 이 성질을 이용하여, 검광자(1214)를 투과한 직선편광을, 원하는 시야

각을 얻을 수 있는 편광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상차판(3100)으로서 1/4 파장판을 이용한 경우, 검광자(1214)를 투과한 직선 편광은, 위상차판(3100)의

작용에 따라 거의 원편광이 되어 배광 제어 소자(100)에 입사하여,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모두, 같은 정도의 등방적으

로 넓은 시야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TN 액정 표시 장치와 같이 콘트라스트비의 좌우 대칭성을 얻기 위해, 검광자(1214)와 편광자(1204)

의 직선 편광의 투과축을 수평 방향에 대해 45° 혹은 135°로 배치하고, 위상차판(3100)으로서, 예를 들면 1/2 파

장판을 그 지상축이 검광자의 투과 ㎞에 대해 22.5°기운 상태에서 배치하여, 배광 제어 소자(100)로의 입사광을, 직

선 편광의 진동 방향이 표시면에 대해 수평 방향이 되 도록 변환하도록 해도 좋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액정 표시 소자에 위상차판(3100)과 배광 제어 소자(100)를 부가하는 것만으로, 표시면 수직 방

향보다도, 수평 방향의 시야각이 넓어, 좌우 대칭의 휘도의 액정 표시 소자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시 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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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수직 방향보다도 수평 방향에서 넓은 시야각이 요구되며, 한정된 광을 관찰자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

어서 매우 유효하다.

또, 위상차판(3100)을 대신하여, 비틀림 구조를 갖는 고분자 적층 막을 배치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고분자 적층 막은 예를 들면 위상차 d·Δn=275㎚의 PC 막의 위상차 막을 4매 적층함으로써 실현되고, 4매의 위상

차 막은 액정 표시 소자에 가까운 쪽에서, 지상축이 검광자의 투과축에 대해 5.6°, 16.9°, 28.1°, 39.4°로 배치하

면 된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도면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 액정 표시 소자로서 모노크롬 표시의 TN 액정 패널의 예를 나타

냈지만, 물론 투명 기판에 마이크로 컬러 필터를 설치한 풀컬러 표시의 액정 표시 소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표시 모드도 TN 모드에 한하지 않고, VA 모드나, ECB 모드, OCB 모드, STN 모드 등의 액정 패널을 이용할 수

도 있다. 또한 구동 방법도 박막 트랜지스터등의 스위칭 소자를 부여한 액티브 매트릭스 구동 외에, 다이렉트 매트릭

스 구동이라도 좋다.

상기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는, 투명 기재로서 광학적으로 거의 등방, 혹은 면 내에 광학축을 갖는 1

축 이방성의 투명체를 이용함으로써, 편 광을 입사해도, 프린지 패턴의 발생에 따른 화질 열화가 없어, 넓은 시야각을 

얻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는 액정 표시 장치와 같이 편광을 이용하는 표시 장치

의 시야각 확대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는, 그 투과형 스크린을 본 발명의 배광 제어 소자와, 그 광 입사측에 배치한 

프레넬 렌즈로 구성하며, 배광 제어 소자로 입사되는 투사광의 입사 각도를 실질적으로 0도로 함으로써, 배광 제어 소

자에서의 투과율 저하가 억제되어, 밝은 표시 화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투사 장치로서 단관식의 투사 장치를 이용함

으로써, 배광 제어 소자의 광 입사 각도 의존성에 의해 생기는 컬러 시프트나 착색이 생기지 않으므로, 고품위의 화상

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서는, 투사 장치로부터 출사하는 투사광의 편광 상태를, 각 색 광 모두 일치

시킴으로써 배광 제어 소자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의해 생기는 착색을 해소하여, 고품위의 화상을 얻을 수 있

다.

또한, 배광 제어 소자가, 어떤 각도로 보아도 밝고 넓은 시야각 특성을 지니고, 외부의 불필요한 광에 의한 미광의 저

감 효과가 높으므로, 밝은 환경 하에서도 저휘도의 흑표시의 실현에 의해, 고콘트라스트비의 표시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서는, 배광 제어 소자의 미소 렌즈로서, 거의 동심원형의 미소 렌즈를 이용

하여, 투과형 스크린에 투사되는 광의 편광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편광 상태 변환 소자를 설치함으로써, 스크린의 구성

을 바꾸지 않고, 표시 장치의 시야각 특성을 용이하게 바꿀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관찰자의 유무를 감지하는 관찰자 감지부와, 상기 감지부의 감지 신호에 의해 관찰

자의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위치를 판단하는 관찰자 위치 판단 수단과, 상기 위치 판단 수단의 정보에 기초하여 편광 

상태 변환 소자에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 신호 출력 수단을 부가함으로써 관찰자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판단하여 

투사광의 편광 상태를 바꿈으로써, 관찰자의 위치에 따른 시야각 특성을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시야각 특성이 자동적으로 바뀌고, 한정된 영상광이 관찰자의 방향으로 유효하게 배광될 수 있기 때문에, 관찰

자는 임의의 위치에서 양호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서는, 투과형 스크린으로 입사되는 투사 장치로부터의 투사광을 무편광으로

함으로써, 배광 제어 소자의 배광 특성의 편광 의존성에 따른 착색이나, 프린지 패턴이 없는 고품위의 화상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배광 제어 소자의 투명 기재로는, 광학 이방성이 있는 재료를 이용해도 되므로, 상기 재료의 선택 범위가 넓

어지고, 보다 염가이면서 강도가 높은 재료를 이용한 투과형 스크린을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그 표면측에 본 발명에 따른 배광 제어 소자를 배치하고, 백 라이트 장치에 거

의 평행한 조명광을 출사하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정면 근방의 범위의 광만을 배광 제어 소자에 의해 등방적으로 확

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시야각 범위에서 색조 변화나 계조 반전이 없어, 콘트라스트비가 높은 화상의 액정 표시 

장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배광 제어 소자에 입사되는 광을 표시면에 대해 수평 방향의 진동 방향을 갖는

직선 편광으로 함으로써, 표시면 수직 방향보다도 수평 방향의 시야각을 넓게 하여, 한정된 광을 관찰자에게 유효하게

배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배광 제어 소자에 입사되는 광의 편광 형태를, 검광자와 배광 제어 소자사이에

배치하는 위상차판에 의해 임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위상차판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배광 제어 소자의 배광 특성

의 편광 의존성을 이용하여, 소정의 시야각을 얻을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에 따르면, 프린지 패턴의 발생에 따른 화질의 열화가 없는 배광 제어 소

자, 및 이 배광 제어 소자를 이용한 고휘도, 고콘트라스트비, 광 시야각의 표시 장치를 얻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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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기재와, 이 투명 기재의 한쪽 면 상에 밀집 배치된 다수의 미소 렌즈와, 상기 미소 렌즈의 거의 초점 위치에 미소

개구부를 포함하는 광 흡수층을 포함하는 배광 제어 소자(light distribution control element)에 있어서,

상기 투명 기재는, 투명 기재 내부를 진행하는 광의 진행 각도의 차이에 따른 위상차의 차이가 1/2 파장 이하인 투명

체, 혹은 1축성 광학 이방성의 투명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광 제어 소자.

청구항 2.
투명 기재와, 이 투명 기재의 한쪽 면 상에 형성된 접착제층과, 상기 접착제층에 다수의 미소 구형 투명 비즈가 매설

되어 고정된 배광 제어 소자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층은 상기 투명 기재 상에 투명층, 그 상부에 착색층의 순서로 적층한 핫멜트(hot melt) 접착제로 구성되

며, 상기 투명 기재는, 투명 기재 내부를 진행하는 광의 진행 각도의 차이에 따른 위상차의 차이가 1/2 파장 이하인 투

명체, 혹은 1축성 광학 이방성의 투명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광 제어 소자.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기재는 유리판, 트리아세틸셀룰로오스 막, 무연신 폴리카보네이트 막, 또는 사출 성형된 아크릴 수지인 배

광 제어 소자.

청구항 4.
광학 화상을 투사하는 투사 장치와, 상기 투사 장치로부터의 투사광이 배면(背面)으로부터 입사되고, 이것을 전면(前

面)에 표시하는 투과형 스크린을 구비하는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투사 장치는

광원과,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화상 정보에 따라 광학 화상으로 변조하는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와, 변조 후의 

광학 화상을 확대 투사하는 투사 렌즈를 포함하는 단관식 투사 장치(single tube type projecting apparatus)를 포함

하고, 상기 투사 장치로부터 출사된 상기 변조 후의 광학 화상이 상기 투과형 스크린으로 입사할 때, 상기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로 형성된 광학 화상광의 편광 상태를 가시 파장 전역에서 거의 일치시키는 편광 상태 정렬 수단을 더 포

함하고,

상기 투과형 스크린은 투명 기재와, 이 투명 기재의 한쪽 면 상에 밀집 배치된 다수의 미소 렌즈와, 상기 미소 렌즈의 

거의 초점 위치에 미소 개구부를 포함하는 광 흡수층을 구비하고, 상기 투명 기재는, 투명 기재 내부를 진행하는 광의

진행 각도의 차이에 따른 위상차의 차이가 1/2 파장 이하인 투명체, 혹은 1축성 광학 이방성의 투명체로 구성된 배광 

제어 소자와, 이 배광 제어 소자의 투사광 입사측에 설치한 광속 평행화 수단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투과형 스크린은 투명 기재와, 이 투명 기재의 한쪽 면 상에 형성된 접착제층과, 상기 접착제층에 다수의 미소 

구형 투명 비즈가 매설되어 고정된 배광 제어 소자로서, 상기 접착제층은 상기 투명 기재 상에 투명층, 그 상부에 착색

층의 순서로 적층한 핫멜트 접착제로 구성되며, 상기 투명 기재는, 투명 기재 내부를 진행하는 광의 진행 각도의 차이

에 따른 위상차의 차이가 1/2 파장 이하인 투명체, 혹은 1축성 광학 이방성의 투명체로 구성되는 배광 제어 소자와, 

이 배광 제어 소자의 투사광 입사측에 설치된 광속 평행화 수단으로 구성되는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는 편광을 이용하여 표시를 행하는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이며, 상기 편광 상태 정렬 수

단은 상기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의 광 출사측에 배치된 도파관(waveguide)의 조건을 만족하는 액정층을 포함하는 

광학 소자인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

청구항 7.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는 편광을 이용하여 표시를 행하는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이며, 상기 편광 상태 정렬 수

단은 상기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의 광 출사측에 배치된 1/2 파장판, 또는 고분자 막의 적층체인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

청구항 8.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는 편광을 이용하여 표시를 행하는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이며, 상기 편광 상태 정렬 수

단은 상기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의 광 출사측에 배치된 검광자의 직선 편광의 투과축을 표시면에 대해 수직 방향, 

또는 수평 방향으로 한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

청구항 9.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는 편광을 이용하여 표시를 행하는 2차원 광학 스위치 소자이며, 상기 2차원 광학 스위

치 소자로 형성된 광학 화상광의 편광 상태를 전기 벡터의 진동 방향이 상기 투과형 스크린 표시면에 대해 수평 방향

의 직선 편광, 수직 방향의 직선 편광, 원편광, 타원 편광 중 어느 하나로 변환하는 편광 상태 변환 수단을 구비하는 배

면 투사형 표시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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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편광 상태 변환 수단은 TN (Twisted Nematic) 액정 소자, 또는 ECB (Electrically Controlled Birefringence) 

액정 소자로 구성되어 있는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관찰자의 유무를 감지하는 관찰자 감지부와, 상기 관찰자 감지부의 감지 신호에 의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관찰자의 

위치를 판단하는 관찰자 위치 판단 수단과, 상기 관찰자 위치 판단 수단의 정보에 기초하여 편광 상태 변환 소자로 제

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 신호 출력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편광 상태 변환 수단은 위상차판, 또는 고분자 적층막으로 구성되는 배면 투사형 표시 장치.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투명 전극과 배향막이 적층 형성되고, 또한 상기 배향막 형성면을 대향시켜 일정한 간극을 갖고 접합된 한 쌍의 투명 

기판과, 상기 간극에 봉입된 액정층과, 상기 투명 전극에 화상 신호에 대응한 전압을 인가하는 전압 인가 수단과, 상기

한 쌍의 투명 기판의 광 입사면측과 광 출사면측에 편광자 및 검광자를 배치한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투명 기판의 배면에 거의 평행한 광을 출사하는 백 라이트 장치를 배치하고,

상기 한 쌍의 투명 기판의 광 출사면측에, 투명 기재와, 이 투명 기재의 한쪽 면 상에 밀집 배치된 다수의 미소 렌즈와,

상기 미소 렌즈의 거의 초점 위치에 미소 개구부를 포함하는 광 흡수층을 구비한 배광 제어 소자로서, 상기 투명 기재

는, 투명 기재 내부를 진행하는 광의 진행 각도의 차이에 따른 위상차의 차이가 1/2 파장 이하인 투명체, 혹은 1축성 

광학 이방성의 투명체로 구성된 배광 제어 소자를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투명 기판의 광 출사면측에, 투명 기재와, 이 투명 기재의 한쪽 면 상에 형성된 접착제층과, 상기 접착제

층에 다수의 미소 구형상 투명 비즈가 매설되어 고정된 배광 제어 소자가 배치되고, 상기 접착제층은 상기 투명 기재 

상에 투명층, 그 상부에 착색층의 순서로 적층된 핫멜트 접착제로 구성되며,

상기 투명 기재는, 투명 기재 내부를 진행하는 광의 진행 각도의 차이에 따른 위상차의 차이가 1/2 파장 이하인 투명

체, 혹은 1축성 광학 이방성의 투명체로 구성된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19.
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투명 기판의 광 입사면측에, 편광자를 배치하고, 광 출사면측에는 투명 기판측으로부터 검광자, 배광 제

어 소자의 순서로 배치하며,

상기 검광자의 직선 편광의 투과축을 표시면에 대해 수평 방향이 되도록 배치한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20.
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투명 기판의 광 입사면측에 편광자를 배치하고, 광 출사면측에는 투명 기판측으로부터 검광자, 배광 제

어 소자의 순서로 배치하고, 또한 상기 검 광자와 상기 배광 제어 소자 사이에 위상차판을 배치한 액정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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