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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소 패널을 채용한 소형 투사 렌즈 시스템용 광시계투사렌즈

요약

본 발명은 LCD 패널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투사렌즈에 관한 것이다. 상기 렌즈는 왜곡을 보정하는 비구면을 가진 강한 네

거티브 렌즈 엘리먼트(E1)를 포함하는 제 1 렌즈 유닛(U1)과, 약한 제 2 렌즈 서브유닛(U2S2)으로부터 공기층으로 분리

된 강한 포지티브 파워 제 1 렌즈 서브유닛(U2S1)을 포함하는 제 2 렌즈 유닛(U2)을 갖는다. 상기 제 2 렌즈 서브유닛은

순차적으로 네거티브 렌즈 엘리먼트, 포지티브 렌즈 엘리먼트, 비구면을 가진 플라스틱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투사렌즈는 적어도 35°의 시계를 갖기 때문에 전체 투사 렌즈 시스템은 소형화 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등록특허 10-0570392

- 1 -



투사 렌즈, 화소 패널, 왜곡 보정, 비구면, LCD 패널.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투사렌즈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화소로 이루어진 물체(object)의 이미지(예를 들어, LCD)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

될 수 있는 투사렌즈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투사 렌즈 시스템("투사 시스템"이라고도 약칭함)은 표시 스크린에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시스

템의 기본 구조가 도 6에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10은 광원(예를 들어, 텅스텐-할로겐 램프)이고, 12는 광원의 이미지

를 형성하는 조명 광학기(이하, 조명 시스템의 "출력"이라 칭함)이며, 14는 피투사물(예를 들어, 온/오프 화소로 이루어진

LCD 매트릭스)이고, 13은 표시 스크린(16)상에 확대된 물체(14)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다중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투

사렌즈이다. 또한, 상기 시스템은 조명 시스템의 출사동공을 적절히 위치시키기 위하여 화소 패널 부근에 시야렌즈, 예를

들어, 프레널 렌즈(Fresnel lens)를 포함할 수 있다.

전방 투사 시스템에서, 시청자는 도 6 스크린(16)의 좌측에 위치하는 반면, 후방 투사 시스템에서는 스크린의 우측에 위치

하게 된다. 단일 케비넷에 수납되는 후방 투사 시스템에 있어서, 광경로를 중첩시켜 시스템의 전체 크기를 줄이기 위해 반

사경이 종종 사용된다. 본 발명의 투사 렌즈는 특히 후방 투사 시스템에 사용하기 적당하나, 원한다면 전방 투사 시스템에

사용될 수도 있다.

물체가 화소 패널인 투사 렌즈 시스템은 데이타 표시 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치에 사용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투사

렌즈 시스템은 예를 들어 적색, 녹색 및 청색 화소를 가진 단일 패널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일 투사렌즈를 채용한다. 몇몇

의 경우, 예를 들어 대형 이미지 후방 투사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의 패널/투사 렌즈 복합체가 전체 이미지중 일부를 생성

하게 되는 다중 패널 및 다중 투사 렌즈가 사용된다.

화소 패널, 특히 LCD 패널은 이들이 사용되는 투사 시스템의 형식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제조될 수 있다. 대형 LCD 패널,

예를 들어 대각선으로 약 12.5 인치(약 320㎜)인 패널은 높은 화소 계수를 가짐과 아울러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 있을만큼

큰 화소 크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해상 유색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일 LCD

패널로부터 순색 이미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화소의 수는 단색 이미지에 필요한 것의 3배이기 때문에, 대형 LCD 패널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화소의 크기는 소형화된다.

대형 화소 패널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과 아울러 적어도 하기된 특성, 즉 (1) 광시계, 즉 상대적으로 짧은 촛점길이; (2) 다

양한 배율로 작동하면서도 고도의 광행차 보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3)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렌즈 엘리먼트, 상대적으

로 작은 배럴 길이 및 상대적으로 작은 최대 렌즈직경을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소형인 크기; (4) 고도의 색보정; 및 (5) 온도

변화에 대한 낮은 민감성 등의 특성을 가진 투사렌즈가 요구되었다.

광시계로 인해 전체 투사 렌즈 시스템은 밀집될 수 있으며, 이는 공간이 적은 장치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 특히, 밀집

화는 크기를 최소화함으로써 투사 시스템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케비넷 비용을 최소화하고, 완성된 시스템의 포장 및 사용

자에게로의 배송을 용이하게 한다.

다양한 배율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투사렌즈는, 투사 시스템이 어떠한 시스템 구성요소도 교체할 필요없이 서로다

른 크기의 스크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단지 물체와 이미지의 공액만이 변화되어야 하며, 이

는 화소 패널에 대해 렌즈를 이동시킴으로써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유효 배율범위에서 광행차를 고도로 보정

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용, 중량 및 크기면에서 상대적으로 소형인 투사렌즈가 바람직하다. 직경이 큰 엘리먼트와 많은 수의 렌즈 엘리먼트는

더 많은 원자재를 소비하고, 더 무거우며, 조립 및 장착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긴 배럴 길이는 전체 시스템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서, 비용과 중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서로 조밀하게 위치되고 상대적으로 소형인

최소의 렌즈 엘리먼트가 구비된 렌즈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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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의 번짐, 또는 극단적인 경우 이미지로부터 화소의 완전 박리(dropping)와 같이, 화소 패널의 이미지에서 색 광행차를

용이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색보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통상적으로 시계의 가장자리에서 가장 심각하

다. 개략적으로, 화소 패널에서 측정된 바에 따르면, 색보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약 1개의 화소보다 나아야

하고, 바람직하게는 절반의 화소보다 나아야 한다.

가로색(lateral color), 수차의 색변동 및 통상적으로 가장 도발적인 비점수차의 색수차와 함께, 상기 시스템의 모든 색수

차가 처리되어야 한다. 가로색, 즉 색깔에 의한 배율의 변동은 특히 시계의 가장자리에서 콘트라스트의 감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루기가 곤란하다. 극단적인 경우, 전체 시계 영역에서 무지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음극선관(CRTs)을 채용한 투사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청색 CRT에 생성된 이미지와 비교하여 적색 CRT의 면에 생성된

이미지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소량의(잉여) 가로색은 전자적으로 보상될 수 있다. 그러나, 화소 패널에서는 이미지가 수치

화됨으로서 전체 시계에서 크기를 원만하게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절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

므로, 상기 투사 렌즈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가로색 보정이 필요하다.

데이타를 표시하기 위한 화소 패널의 사용은 왜곡의 보정에 관한 엄격한 필요조건의 원인이 된다. 그 이유는 데이타를 표

시할 때 렌즈 시계의 극점에서 조차도 우수한 이미지 품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기된 바와 같이, 표시된 숫자 또는 문자

의 왜곡되지 않은 이미지는 중앙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계의 가장자리에서도 중요하다.

휘도가 충분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빛이 투사 렌즈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그 결과, 실온과 렌즈의 작동온

도사이에는 통상적으로 큰 온도차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상기 렌즈는 다양한 주변조건하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를 들어, 투사 렌즈 시스템은 흔히 방의 천장에 장착되어지되, 상기 천장은 주위온도가 40℃ 이상이 될 수 있는 건물의 지

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위해, 온도변화에 비교적 둔감한 광학특성을 가진 투사렌즈가 필요하다.

온도 민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글라스로 이루어진 렌즈 엘리먼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플라스틱과 비교

할 때, 글라스 엘리먼트의 굴절률과 곡률반경이 플라스틱 엘리먼트보다 더 적게 변한다. 그러나, 글라스 엘리먼트는 일반

적으로 플라스틱 엘리먼트보다 더 고가이고, 특히 광행차 제어를 위해 비구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더욱 고가이다. 하기된

바와 같이, 플라스틱 엘리먼트의 위치와 출력이 적절하게 선택된다면, 플라스틱 엘리먼트가 사용될 수 있으며 온도 둔감성

도 얻을 수 있다.

하기된 투사 렌즈는 전술한 모든 필수조건을 충족시키며, 표시 스크린상에 고품질의 화소 패널 유색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투사 렌즈 시스템을 제조하는데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하기된 실시예에 개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렌즈는, 예를 들어 ±45°까지의 시계를 가질 수 있으며, f/4에서 작동할 수 있고, 5.5X 내지 9.6X 범위의 배율을

가질 수 있다.

종래 기술의 설명

화소 패널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투사 렌즈는 테일러의 미국 특허번호 제 4,189,211호, 타나카 등의 미국 특허번호 제

5,042,929호, 야노 등의 미국 특허번호 제 5,179,473호, 모스코비치의 미국 특허번호 제 5,200,861호, 모스코비치의 미

국 특허번호 제 5,218,480호, 이주카 등의 미국 특허번호 제 5,278,698호, 베텐스키의 미국 특허번호 제 5,313,330호 및

야노의 미국 특허번호 제 5,331,462호를 포함하여 여러 특허에 개시되어 있다.

LCD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가그논 등의 미국 특허번호 제 4,425,028호, 가그논의 미국 특허번호 제 4,461,542호, 레데버

의 미국 특허번호 제 4,826,311호 및 유럽 특허공개번호 제 311,116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술한 점을 감안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6가지 바람직한 특성을 가짐과 아울러 화소 패널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개선된 투사 렌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이미지측으로부터 물체측으로(즉, 장공액측으로부터 단공액측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된 제 1 렌즈 유닛(U1)과

제 2 렌즈 유닛(U2)을 포함하고 촛점길이(f0)를 가진 투사렌즈를 통해 달성되어지되,

(A) 상기 제 1 렌즈 유닛(U1)은 촛점길이(f1)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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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촛점길이(fE1)를 가진 렌즈 엘리먼트;와

(ⅱ) 적어도 하나의 왜곡 보정용 비구면;을 포함하며

(B) 상기 제 2 렌즈 유닛(U2)은 촛점길이(f2)를 갖고, 이미지 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배열된

(ⅰ) 촛점길이(f2S1)를 가진 제 1 렌즈 서브유닛(U2S1);과

(ⅱ) 촛점길이(f2S2)를 갖고 공기층(tS1S2)에 의해 상기 제 1 렌즈 서브유닛으로부터 분리된 제 2 렌즈 서브유닛(U2S2);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렌즈 서브유닛은 (a) 적어도 하나의 구면수차 보정용 비구면과, (b) 상기 렌즈 시스템에 축방향 색보정을 제공하

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f1｜/f0＞0.75; fE1＜0; f2＞0; f2/f0＜2.0; f2S1＞0; f2S1/f0＜1.5; 및 ｜f2S2｜/f0＞1.5 이다.

소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렌즈 시스템은 하기된 관계식의 일부 또는 모두를 만족시킨다.

｜fE1｜/f0＜1.5; 및 tS1S2/f0＞0.1.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제 2 렌즈 서브유닛은 이미지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네거티브(negative) 렌즈 엘리먼트,

포지티브(positive) 렌즈 엘리먼트 및 적어도 하나의 비구면을 가진 프라스틱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한다. 비구면이 구비된

상기 플라스틱 렌즈 엘리먼트는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 축상 파워(on-axis power)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렌즈

시스템의 불투열화 및 제조를 용이하게 한다.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투사렌즈의 반시계(semi-field of view)는 35°이상이다. 따라서, 상기 투사 렌즈 시스

템은 전체적으로 소형인 크기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제 1 및 제 2 렌즈 유닛의 투명공(clear apertures)도 시스템을 전체

적으로 소형화하는데 기여하며, 상기 제 1 렌즈 유닛의 투명공은 바람직하게 제 2 렌즈 유닛의 투명공보다 크다. 바람직하

게, 상기 제 1 렌즈 유닛의 투명공은 화소 패널의 대각선의 0.7배 보다 작다. 하기된 실시예 1 내지 3은 35°이상의 반시계

를 가지며, 최대 투명공이 화소 패널의 대각선(12.5 인치)의 0.7배 보다 작은 제 1 렌즈 유닛을 갖는다.

바람직하게, 상기 투사 렌즈 시스템의 배율 변화는 (a) 투사렌즈와 화소패널사이의 거리와, (b) 제 1 및 제 2 렌즈 유닛사이

의 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제 1 및 제 2 렌즈 유닛은 초점조정을 위해 화소 패널에 대해 모두 동일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기 유닛간의 거리는 렌즈 시스템이 다른 배율로 초점조정될 때 변하게

된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의 투사렌즈는 불투열성으로 설계되었다. 하기된 바와 같이, 이는 많은 광학적 파워를 가진 플라스틱

렌즈 엘리먼트들의 파워의 균형 유지와 위치선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내지 도 3은 화소 패널(PP) 및 프레널 렌즈(FL)와 함께,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투사렌즈의 개략 측면도이다.

도 4 및 도 5는 도 1의 렌즈 시스템에 대한 단색 광전송 기능(MTF) 플롯으로서, 양 도면에서 물체(화소 패널)의 높이는

158㎜이고, 이미지(스크린)의 높이는 도 4에서 -869㎜이며 도 5에서 -1524㎜이다. 즉 도 4 및 도 5는 각각 -0.182 및 -

0.104인 스크린에서 패널까지의 배율에 대한 MTF 플롯이다. 상기 플롯의 좌측 칸은 스루 포커스 데이타(through focus

data)를 나타내며, 우측 칸은 주파수에 대한 엣 포커스 데이타(at focus versus frequency data)를 나타낸다. 점선은 위상

데이타를 표시하고, 쇄선은 SAG 데이타를 표시하며, 실선은 TAN 데이타를 표시한다. 도 4의 촛점 길이, f/수 및 촛점 위

치는 각각 178.81, 4.00 및 0.094이다. 도 5의 촛점 길이, f/수 및 촛점 위치는 각각 170.48, 4.00 및 -0.023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투사렌즈가 사용될 수 있는 전체 투사 렌즈 시스템을 나타낸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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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기 도면은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본 발명의 원

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도면과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을 단지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한정하지는 않는다.

실시예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렌즈 시스템은 소형 설비에서 화소 패널, 즉 대형 LCD 패널을 영사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

에, 광시계를 제공하면서도 양호한 왜곡 보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렌즈 시스템은 넓은 공액범위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렌즈 작동배율에서의 변화에 따라 광행차가 심각할 정도로 변하지(증가하지) 않도록 광행차를 보정하

여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광시계 후방촛점형(retrofocus type) 렌즈 시스템이 사용된다. 상기 렌즈 시스템은 2개의

렌즈 유닛, 즉 렌즈 시스템의 장공액측의 약한 제 1(전방) 렌즈 유닛(U1)과, 시스템의 단공액측의 강한 포지티브 파워 제 2

(후방) 렌즈 유닛(U2)을 포함한다. 다시, 상기 제 2 렌즈 유닛은 2개의 렌즈 서브유닛, 즉 시스템의 장공액측의 제 1(전방)

렌즈 유닛과 단공액측의 제 2(후방) 렌즈 유닛을 포함한다.

상기 유닛과 서브유닛의 중요한 특성은 하기된 바와 같다;

(1) 상기 제 1 유닛은 왜곡을 필요한 수준으로 보정하기 위한 비구면을 갖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화소 패널과 함께 사용

되는 렌즈 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의 왜곡은 매우 보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의 렌즈 시스템의 왜곡 보정은 일반

적으로 상기 이미지에서 약 1% 이상이며, 바람직하게는 약 0.5% 이상이다.

(2) 상기 제 2 유닛은 렌즈 시스템에 대부분의 파워를 제공한다. 따라서, 렌즈 시스템의 전체 길이를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다.

(3) 상기 제 2 유닛의 후방 서브유닛은 구면수차를 보정하는 비구면을 포함한다.

(4) 상기 양 유닛은 초점조정을 위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다양한 이미징 공액에서 매우 안정적인 비점수차 보정

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 속도는 다르다.

(5) 상기 렌즈 시스템의 전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구면 엘리먼트는 광학 플라스틱 물질로 제조된다.

색보정을 위해, 상기 제 2 렌즈 서브유닛은 축방향 색 보정수단을 포함한다. 당업계에 공지된 다양한 축방향 색 보정수단

이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해결법은 제 2 렌즈 서브유닛에 고분산 물질로 이루어진 적어도 하나의 네거티브 렌즈 엘리

먼트와, 저분산 물질로 이루어진 적어도 하나의 포지티브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상기 고분산 및 저분산 물

질은 글라스 또는 플라스틱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분산 물질은 플린트 글라스(flint glass)와 같은 분산을 가진 물질이고, 저분산 물질은 크라운 글라스(crown

glass)와 같은 분산을 가진 물질이다. 특히, 고분산 물질은 1.85 내지 1.5 범위의 굴절률에 대하여 각각 20 내지 50 사이의

V 값을 가진 물질이며, 저분산 물질은 동일한 범위의 굴절률에 대하여 35 내지 75 사이의 V 값을 가진 물질이다.

플라스틱 렌즈 엘리먼트에 있어서, 고분산 및 저분산 물질은 각각 스티렌과 아크릴릭이 될 수 있다. 물론, 원한다면 다른

플라스틱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티렌 대신, 플린트와 유사한 분산 가진 아크릴릭(예를 들어, NAS)과 폴리스티렌

의 혼성중합물 및 폴리카보네이트가 사용될 수 있다.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 소재한 U.S. Precision Lens, Inc.,에서

1983년에 제작한 The Handbook of Plastic Optics, 17 내지 29 페이지를 참조하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투사렌즈는, 투사렌즈가 실온에서 작동온도로 가열될 때, 시스템의 후방 초점길이를 포함하

여 시스템의 광학성능이 변하지 않도록 불투열화된다. 특히, 후방 초점길이의 변화는 시스템의 변조전송기능(MTF)을 크

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양보다 적다. 즉, 3 cycle/㎜의 MTF 변화는 약 10% 이하여야 한다. 하기된 실시예에 있어서, 이러한

MTF 기준은 약 ±0.4㎜ 이하인 후방 초점길이에서의 변화에 해당한다. 상기 렌즈 촛점의 열적 안정화는 플라스틱 렌즈 엘

리먼트의 렌즈의 선택과 배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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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플라스틱 렌즈 엘리먼트는 플라스틱 광학물질의 굴절률이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한다는 사용상의 단점이 있다.

다른 효과는 플라스틱 광학물질의 형상이 온도에 따라 변한다(즉, 팽창 또는 수축)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상의 변화는

굴절률에서의 변화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저파워 플라스틱 렌즈 엘리먼트만이 렌즈에 사용된다면, 플라스틱 광학기에서의 열적변화와, 시스템에서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기계요소, 예를 들어 열에 의한 초점변화의 주요 기계적 원인이 되는 렌즈 배럴에서의 열적변화간의 균형을 유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 설계에 있어서 광학 플라스틱의 자유로운 사용, 즉 비교적 고파워인 플라스틱 렌즈 엘리먼트를 적어

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다음과 같은 잇점을 갖는다. 즉, 플라스틱 렌즈 엘리먼트는 용이하게 성형될 수 있기 때문

에, 특정 렌즈 형상의 역량(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구형이 아닌 광학면(비구면)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고파워

플라스틱 엘리먼트를 사용함으로써, 렌즈의 전체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설계에서 순 플라스틱 광학 파워가 중요하다면, 불투열화가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불투열화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렌즈

온도가 실온에서 작동온도로 변할 때 렌즈의 촛점은 크게 변하게 된다. 이는 표시 스크린에 상당량의 빛을 전송해야만 하

기 때문에 실온보다 매우 높은 작동온도를 갖는 프로젝터에서 특히 심하다.

본 발명의 투사 렌즈에 있어서, 불투열화는 플라스틱 렌즈 엘리먼트의 위치 및 파워뿐만 아니라 이들 엘리먼트에서 주변광

선의 높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플라스틱 렌즈 엘리먼트의 위치는 당해 엘리먼트가 겪을 온도 변화량과 그로 인한 굴절률 변화량에서 중요하다. 일반

적으로, 광원 또는 광원의 이미지에 근접된 엘리먼트는 큰 온도변화를 겪게된다. 실제로, 광원 및 그에 관련된 조명 광학기

와 함께, 투사렌즈가 위치될 장소의 온도 분포가 측정되었으며, 그 측정값이 투사렌즈의 설계에 이용되었다.

특정 플라스틱 렌즈 엘리먼트에서의 주변광선 높이는 주어진 열적변화에 대해 당해 엘리먼트의 굴절률 변화가 렌즈의 전

체 열적 안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주변광선 높이가 작은 엘리먼트는 주변광선 높

이가 큰 엘리먼트보다 시스템의 열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술한 바에 기초하여, 불투열화는 주변광선 높이와 겪게 될 온도변화를 기초로 조절되는 특정 엘리먼트의 도움과, 플라스

틱 렌즈 엘리먼트의 네거티브 및 포지티브 파워량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와 같은 불투열화 공정은

하기된 바와 같이 전산화 렌즈 설계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었다. 첫째, 제 1 온도분포에서 광선추적을 실시하고 후방 초점

거리를 계산하였다. 둘째, 제 2 온도분포에서 동일한 광선추적을 실시하고 후방 초점 거리를 재계산하였다. 제 1 및 제 2

온도분포중 어느 것도 전체 렌즈에서 일정할 필요는 없으나, 특수한 경우 렌즈 엘리먼트마다 변할 수는 있다. 시스템의 설

계는 상기 렌즈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적화되기 때문에, 계산된 초점 거리는 일정값으로 한정된다.

전술한 방법은 시스템의 온도가 변할 때 화소 패널과 투사렌즈의 기계적 설치대가 마지막 렌즈면과 패널간의 거리를 대체

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정당하지 않다면, 불투열화를 실시하기 위한 다른 가정이 설정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기계적 설치대의 상대운동에 대한 측정값이 공정에 포함될 수 있거나, 다른 거리, 예를 들어,

전방 렌즈면과 패널간의 거리가 기계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도 1 내지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다양한 투사렌즈를 도시한 것이다. 해당 규정과 광학특성이 표 1 내지 표 3에 각

각 나타나 있다. 렌즈 시스템에 채용된 글라스에 대해 HOYA 또는 SCHOTT 부호규약을 사용하였다. 본 발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제조자가 만든 동질의 글라스가 사용될 수 있다. 상용화된 물질이 플라스틱 엘리먼트로 사용된다.

표에 개시된 비구면 계수는 하기된 등식, 즉 수학식 1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수학식 1

여기서, z는 시스템의 광축으로부터 거리 y에서의 표면 새그(surface sag)이고, c는 상기 광축에서 렌즈의 곡률이며, k는

표 1 내지 표 3의 규정에 적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로인 원뿔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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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내지 표 3에서 "1차 데이타"는 시스템의 일부인 프레널 렌즈로 계산되었다. 표에서 여러 표면과 관련된 기호 "a"는 비

구면, 즉 상기 등식에서 D, E, F, G, H 또는 I중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닌 면을 나타내며; 기호 "c"는 상기 등식에서 "k"가 0

이 아닌 면을 나타내고; 기호 "f"는 프레널 렌즈를 나타낸다. 표에서 모든 단위는 ㎜이다.

표는 빛이 도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만들어졌다. 실제 실험에서, 표시 스크린은 좌측에 위치되

고, 화소 패널은 우측에 위치되며, 빛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도 1 내지 도 3에서, 상기 화소 패널은 "PP"로

표시되었고, 상기 화소 패널과 관련된 프레널 렌즈는 "FL"로 표시되었다. 상기 프레널 렌즈는 광원을 투사렌즈의 입사동공

(표에서는 출사동공)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화소 패널에 대해 전체 렌즈를 움직임과 아울러, 제 1 및 제 2 렌즈 유닛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킴으

로써, 도 1 내지 도 3의 투사렌즈는 큰 공액범위에서 초점이 조정될 수 있다. 표 1 내지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화

소 패널에 대한 렌즈 시스템의 전체적 이동에 비해 제 2 렌즈 유닛에 대한 제 1 렌즈 유닛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작다.

표 1 내지 표 3의 표면 번호와 전술한 U1, E1, U2, U2S2 및 FL의 관계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5는 본 발명의 렌즈 시스템의 다양한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표 5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시예의 렌즈 시스템은

제 2 렌즈 유닛의 서브유닛간의 이격한계(tS1S2)뿐만 아니라, 여러 렌즈 유닛, 서브유닛 및 엘리먼트의 초점 길이와 관련하

여 전술한 한계를 만족시킨다.

표 5의 "PP22" 항목에는 제 2 렌즈 유닛의 후방 표면에 대한 상기 유닛의 후방 주요지점 위치가 나열되어 있다. 이 값들과

표 1 내지 표 3을 비교하면, 이 유닛의 후방 주요지점이 제 2 서브유닛보다 훨씬 앞에 위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본

발명의 렌즈의 제 2 렌즈 유닛과, 후방 주요지점이 유닛의 중간에 위치되는 종래의 트리플렛(triplet)과 다른 점이다.

도 4 및 도 5의 플롯은 각각 스크린에서 화소 패널까지 -0.182 및 -0.104 배율로 작동하는 도 1의 렌즈 시스템에 대하여

최상의 축방향 포커스에서의 MTF를 우측에 나타내고, 스루 포커스 MTF를 좌측에 나타낸다. 5개의 시계 지점, 즉 최대 시

계 높이의 35, 70, 85 및 100% 그리고 축에 대한 데이타가 표시되어 있다. 우측 프롯에 대한 표시 스크린에서의 실제 시계

높이가 나타나 있다. 이 시계 높이는 좌측 및 우측 플롯에 모두 적용되며, 단위는 ㎜이다.

상기 스루 포커스 데이타는 cycles/㎜ 단위로 표시된 공간주파수에서 구한 것이다. 상기 스루 포커스 및 최상 포커스 데이

타는 모두 접선 및 구결(쇄선) MTF를 나타낸다. 계수 눈금이 각 블록의 좌측에 구비되며 제로에서 1까지이다. 상기 MTF

의 위상이 최상 포커스 플롯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위상의 눈금이 각 최소 포커스 블록의 우측에 표시되어 있으며, 라

디안으로 측정되었다. 모든 MTF 데이타는 546.1㎚의 파장에 대한 것이다. 상기 최상 포커스 플롯위에 표시된 축방향 포

커스 변화는 스루 포커스 플롯의 제로 위치에 비례한다. 최상 포커스 평면은 축방향 스루 포커스 플롯의 극점에 존재한다.

도 2 및 도 3의 렌즈 시스템은 동일한 배율 범위에서 도 4 및 도 5와 유사한 MTF 플롯을 갖는다. 이들 도면은 본 발명의

렌즈 시스템이, 화소 패널과 함께 사용되는 투사 렌즈 시스템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배율에서 광행차를 고도로 제어하는

것을 나타낸다.

도 1 내지 도 3의 렌즈는 대각선이 약 12.5인치(약 320㎜)인 LCD 패널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상기 패널은 수평

해상도의 1,000 TV선 이상에 해당하는 200 마이크론의 화소 크기를 갖는다. 본 발명의 렌즈로 생성되는 패널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약 36인치(약 900㎜) 내지 약 60인치(약 1,500㎜) 범위이다. 상기 렌즈는 약 사분화소(quarter pixel) 또는 그

이하까지 매우 양호한 색수차 보정을 하게 된다. 이는 고품질 데이타 또는 비디오 투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가 도시되고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의 사상과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다양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

음을 당업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1]

 표면 No.  타입  반경  두께  글라스  투명공 직경  

 1  a  194.8286  8.00000 아크릴릭  170.25 

 2  c  60.4976  109.75660  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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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75.1853  10.00000 LLF1  76.48 

 4   136.8907  공간 1  74.90 

 5   투명공조리개  0.00000  73.02 

 6   129.0860  12.00000 SK18  72.82 

 7   -344.4271  21.99035  71.59 

 8   -108.0986  5.00000 SF10  61.54 

 9   205.3792  1.00000  62.92 

 10   201.2503  10.00000 SK18  64.24 

 11   ∞  1.96305  69.18 

 12  a  -394.4647  10.00000 아크릴릭  70.32 

 13  a  -100.0000  공간 2   74.84  

 14   ∞  2.00000  아크릴릭  320.00  

 15  acf  -145.1760  이미지 거리   320.00  

 

부호 설명

a-다항 비구면(polynomial asphere)

c-원뿔부

f-프레널

 

 원뿔

 표면 No.  상수      

 2  -4.1664E-01      

 15  -1.0000E+00      

 

 짝수 다항 비구면

 표면 No.  D  E  F  G  H  I

 1  -6.0946E-08  2.5026E-12  -4.2474E-16  5.0369E-20  -4.4208E-24  1.6693E-28

 12  6.0712E-08  2.0076E-10  7.2374E-14  -7.5148E-17  5.4549E-20  -1.6468E-23

 13  5.5349E-07  3.8742E-10  -1.5666E-14  1.3171E-17  1.3083E-20  -9.0221E-24

 15  -3.5550E-09  1.5454E-14  -4.2142E-20  0.0000E+00  0.0000E+00  0.0000E+00

 

 가변공간

 초점 위치  공간 1 T(4)  공간 1 T(13)  초점 전이  이미지 거리   

 1  25.031  227.354  -1.830  12.573   

 2  26.294  213.849  -1.154  12.566   

[표 1a]

 1차 데이타

 f/수  4.00  4.00    

 배율  -0.1818  -0.1037    

 물체 높이  -869.00  -1524.0    

 물체 거리  -900.14  -1565.2    

 유효초점거리  178.81  170.48    

 이미지 거리  12.573  12.566    

 전체 길이  1356.8  2009.7    

 전방 정점 거리  456.67  444.42    

 배럴 길이  444.10  431.85    

 조리개표면번호  5  5    

 조리개까지의 거리  0.00  0.00    

 조리개 직경  73.024  69.240    

 입사동공 거리  88.419  88.943    

 출사동공 거리  -6246.4  -2940.9    

등록특허 10-0570392

- 8 -



 

 엘리먼트의 1차 특성

 엘리먼트 No.  표면 No.  파워  f'  Ipp  I'pp

 1  1 2  -0.55002E-02  -181.81  7.9311  2.4627

 2  3 4  0.34935E-02  286.24  -7.4284  -13.525

 3  6 7  0.67621E-02  147.88  2.0131  -5.3714

 4  8 9  -0.10438E-01  -95.802  0.9875  -1.8762

 5  10 11  0.31865E-02  313.82  -0.38351E-08  -6.0928

 6  12 13  0.37160E-02  269.11  8.8774  2.2505

 7  14 15  0.34012E-02  294.01  1.3389  -0.97909E-07

 

 그룹의 1차 특성

 그룹 No.  표면 No.  파워  f'  Ipp  I'pp

 1  1 4  -0.87724E-04  -11399.  -3969.1  -6275.0

 2  5 13  0.38798E-02  257.74  2.1688  -49.915

 3  14 15  0.34012E-02  294.01  1.3389  -0.97909E-07

 

 렌즈의 1차 특성

 초점 위치 No.  파워  f'  Ipp  I'pp

 1  0.55926E-02  178.81  262.09  -196.91

 2  0.58658E-02  170.48  249.53  -174.08

[표 2]

 표면 No.  타입  반경  두께  글라스  투명공 직경  

 1  a  27156.6506  8.00000 아크릴릭  156.13 

 2  c  61.4019  54.48984  113.69 

 3  a  83.5640  18.00000 아크릴릭  98.60 

 4   592.1970  공간 1  95.06 

 5  a  106.4909  13.00000 아크릴릭  68.99 

 6  a  -612.1763  18.45447  66.62 

 7   투명공조리개  16.00000  58.25 

 8  a  -79.7997  6.00000 스티렌  61.03 

 9  c  277.3432  0.75000  73.29 

 10   230.4632  21.00000 SK5  76.92 

 11   -74.6603  0.50000  81.37 

 12  a  -104.7869  10.00000 아크릴릭  84.05 

 13  a  -175.5202  공간 2   91.82  

 14   ∞  2.00000  아크릴릭  315.00  

 15  acf  -145.1760  이미지 거리   316.34  

 

부호 설명

a-다항 비구면(polynomial asphere)

c-원뿔부

f-프레널

 

 원뿔

 표면 No.  상수      

 2  -2.9168E-01      

 9  -9.7917E+01      

 15  -1.0000E+00      

 

 짝수 다항 비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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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 No.  D  E  F  G  H  I

 1  2.3908E-07  -3.4397E-11  2.4621E-15  1.2648E-19  -4.0977E-23  2.2303E-27

 3  -3.8129E-07  3.9533E-12  -8.4237E-15  2.2693E-18  3.7384E-22  -3.6138E-26

 5  9.8098E-07  2.6109E-10  2.0807E-14  4.2367E-17  1.6288E-20  -2.4869E-23

 6  5.9783E-07  1.3543E-12  1.7372E-13  -4.5067E-17  -4.4564E-20  -3.1331E-25

 8  -1.3838E-06  1.5573E-11  -5.1429E-13  -6.8140E-17  2.9291E-19  -2.4056E-22

 12  2.0475E-07  4.6005E-11  4.2151E-14  -7.1866E-19  -5.4839E-21  1.0257E-24

 13  3.5125E-07  7.9683E-11  9.2083E-15  -3.2327E-18  1.6141E-22  8.8822E-26

 15  -3.5550E-09  1.5454E-14  -4.2141E-20  0.0000E+00  0.0000E+00  0.0000E+00

 

 가변공간

 초점 위치  공간 1 T(4)  공간 1 T(13)  초점 전이  이미지 거리   

 1  34.327  207.009  -0.823  12.493   

 2  35.479  193.765  -0.539  12.492   

[표 2a]

 1차 데이타

 f/수  4.00  4.00    

 배율  -0.1818  -0.1037    

 물체 높이  -869.00  -1524.0    

 물체 거리  -900.01  -1553.1    

 유효초점거리  175.49  167.37    

 이미지 거리  12.493  12.492    

 전체 길이  1322.0  1963.0    

 전방 정점 거리  422.02  409.93    

 배럴 길이  409.53  379.44    

 조리개표면번호  7  7    

 조리개까지의 거리  0.00  0.00    

 조리개 직경  57.578  54.700    

 입사동공 거리  80.298  80.825    

 출사동공 거리  -2056.5  -1434.2    

 

 엘리먼트의 1차 특성

 엘리먼트 No.  표면 No.  파워  f'  Ipp  I'pp

 1  1 2  -0.79984E-02  -125.03  5.3736  0.12150E-01

 2  3 4  0.51188E-02  195.36  -1.9588  -13.882

 3  5 6  0.53945E-02  185.38  1.2986  -7.4652

 4  8 9  -0.96608E-02  -103.51  0.83532  -2.9031

 5  10 11  0.10219E-01  97.852  10.229  -3.3136

 6  12 13  -0.18049E-02  -554.04  -10.413  -17.442

 7  14 15  0.34012E-02  294.01  1.3389  -0.97909E-07

 

 그룹의 1차 특성

 그룹 No.  표면 No.  파워  f'  Ipp  I'pp

 1  1 4  -0.72934E-03  -1371.1  -363.23  -589.84

 2  5 13  0.46009E-02  217.35  27.600  -52.653

 3  14 15  0.34012E-02  294.01  1.3389  -0.97909E-07

 

 렌즈의 1차 특성

 초점 위치 No.  파워  f'  Ipp  I'pp

 1  0.56983E-02  175.49  240.68  -194.08

 2  0.59746E-02  167.37  228.61  -1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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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면 No.  타입  반경  두께  글라스  투명공 직경  

 1  a  773.3177  8.00000 아크릴릭  131.34 

 2  a  68.8038  공간 1  104.97 

 3  a  57.5756  20.00000 아크릴릭  85.07 

 4  a  43000.3193  33.11847  83.24 

 5   투명공조리개  18.00000  54.39 

 6  a  -51.0808  8.00000 스티렌  55.33 

 7   20188.0991  0.75000  71.92 

 8   399.4017  20.00000 SK18  83.61 

 9   -62.2385  0.50000  84.84 

 10   -144.3189  10.00000 아크릴릭  91.68 

 11  a  -162.3311  공간 2  99.98 

 12   ∞  2.00000 아크릴릭  324.96 

 13  acf  -145.1760  이미지 거리   326.20  

 

부호 설명

a-다항 비구면(polynomial asphere)

c-원뿔부

f-프레널

 

 원뿔

 표면 No.  상수      

 13  -1.0000E+00      

 

 짝수 다항 비구면

 표면 No.  D  E  F  G  H  I

 1  2.8065E-07  -9.5802E-12  3.4911E-15  -3.8405E-19  -1.1330E-22  1.8634E-26

 2  -1.1685E-07  -1.3373E-10  5.3413E-14  -6.7212E-18  -5.2030E-21  9.4262E-25

 3  6.3109E-09  -9.3902E-12  6.7268E-14  -8.4753E-18  -1.4957E-20  5.9849E-24

 4  2.9658E-07  8.8683E-11  -2.7028E-14  -1.8565E-17  1.6503E-20  -3.2817E-24

 6  -7.5920E-07  3.0930E-10  -1.9499E-12  7.5804E-16  1.3124E-18  -1.2617E-21

 11  2.0900E-07  4.8660E-11  2.4565E-14  -1.5910E-17  5.0824E-21  -5.0813E-25

 13  -3.5550E-09  1.5454E-14  -4.2142E-20  0.0000E+00  0.0000E+00  0.0000E+00

 

 가변공간

 초점 위치  공간 1 T(4)  공간 1 T(13)  초점 전이  이미지 거리   

 1  41.972  223.883  -2.707  9.996   

 2  38.104  217.390  -1.499  9.996   

[표 3a]

 1차 데이타

 f/수  4.00  4.02    

 배율  -0.1805  -0.1066    

 물체 높이  -900.58  -1524.0    

 물체 거리  -1057.8  -1827.7    

 유효초점거리  203.28  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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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거리  9.9964  9.9964    

 전체 길이  1454.0  2213.6    

 전방 정점 거리  396.22  385.86    

 배럴 길이  386.22  375.86    

 조리개표면번호  5  5    

 조리개까지의 거리  0.00  0.00    

 조리개 직경  54.392  53.125    

 입사동공 거리  72.868  71.621    

 출사동공 거리  -9386.3  -5310.9    

 

 엘리먼트의 1차 특성

 엘리먼트 No.  표면 No.  파워  f'  Ipp  I'pp

 1  1 2  -0.65135E-02  -153.53  5.9007  0.52500

 2  3 4  0.85660E-02  116.74  -0.17948E-01  -13.405

 3  6 7  -0.11678E-01  -85.628  -0.12657E-01  -5.0024

 4  8 9  0.11708E-01  85.414  10.724  -1.6712

 5  10 11  -0.30997E-03  -3226.1  -65.694  -73.893

 6  12 13  -0.34012E-02  294.01  1.3389  -0.97909E-07

 

 그룹의 1차 특성

 그룹 No.  표면 No.  파워  f'  Ipp  I'pp

 1  1 2  -0.65135E-02  -153.53  5.9007  0.52500

 2  3 11  0.76563E-02  130.61  42.328  -87.465

 3  12 13  0.34012E-02  294.01  1.3389  -0.97909E-07

 

 렌즈의 1차 특성

 초점 위치 No.  파워  f'  Ipp  I'pp

 1  0.49192E-02  203.28  271.74  -227.27

 2  0.49590E-02  201.65  265.60  -211.65

[표 4]

 실시예 No. 전방 유닛

(U1)

강한 네거티브 엘리

먼트

(E1)

후방 유닛

(U2)

전방 서브유닛 (U2S1) 후방 서브유닛

(U2S2)

프레널 렌즈

(FL)

 1  1 내지 4  1 내지 2  6 내지 13  6 내지 7  8 내지 13  14 내지 15

 2  1 내지 4  1 내지 2  5 내지 13  5 내지 6  8 내지 13  14 내지 15

 3  1 내지 2  1 내지 2  3 내지 11  3 내지 4  6 내지 11  12 내지 13

[표 5]

 실시예 No. f0*  f1 fE1  f2 f2S1 f2S2  PP22 tS1S2  f3

 1  168.4  -11399.00  -181.81  257.74  147.88  -347.44  -49.92  21.99  294.01

 2  165.1  -1371.10  -125.03  217.35  185.38  -7102.83  -52.65  34.45  294.01

 3  187.9  -153.53  -153.53  130.61  116.74  535.47  -87.47  51.12  2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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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서 f0 값은 프레널 렌즈(f3)를 포함하지 않는다. 프레넬 렌즈를 포함한 값은 실시예 1, 2 및 3에 대해 각각

178.81, 175.49 및 203.28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미지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배열된 제 1 렌즈 유닛과 제 2 렌즈 유닛을 포함하고, 촛

점길이(f0)를 갖되,

(A) 상기 제 1 렌즈 유닛은 촛점길이(f1)를 갖고,

적어도 하나의 왜곡 보정용 비구면에서 촛점길이(fE1)를 가진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하며,

(B) 상기 제 2 렌즈 유닛은 촛점길이(f2)를 갖고, 이미지 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배열된

(ⅰ) 촛점길이(f2S1)를 가진 제 1 렌즈 서브유닛;과

(ⅱ) 촛점길이(f2S2)를 갖고 공기층에 의해 상기 제 1 렌즈 서브유닛으로부터 분리된 제 2 렌즈 서브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렌즈 서브유닛은 (a) 적어도 하나의 구면수차 보정용 비구면과, (b) 상기 렌즈 시스템에 축방향 색보정을 제공하

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여기서, ｜f1｜/f0＞0.75;

fE1＜0;

f2＞0;

f2/f0＜2.0;

f2S1＞0;

f2S1/f0＜1.5; 및

｜f2S2｜/f0＞1.5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청구항 2.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미지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배열된 제 1 렌즈 유닛과 제 2 렌즈 유닛을 포함하고, 촛

점길이(f0)를 갖되,

(A) 상기 제 1 렌즈 유닛은 촛점길이(f1)를 갖고,

(ⅰ) 촛점길이(fE1)를 가진 렌즈 엘리먼트;와

(ⅱ) 적어도 하나의 왜곡 보정용 비구면;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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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제 2 렌즈 유닛은 촛점길이(f2)를 갖고, 이미지 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배열된

(ⅰ) 촛점길이(f2S1)를 가진 제 1 렌즈 서브유닛;과

(ⅱ) 촛점길이(f2S2)를 갖고 공기층에 의해 상기 제 1 렌즈 서브유닛으로부터 분리된 제 2 렌즈 서브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렌즈 서브유닛은 이미지 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배열된 (a) 네거티브 렌즈 엘리먼트와, (b) 적어도 하나의 비구

면을 가진 플라스틱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하며;

여기서, ｜f1｜/f0＞0.75;

fE1＜0;

f2＞0;

f2/f0＜2.0;

f2S1＞0;

f2S1/f0＜1.5; 및

｜f2S2｜/f0＞1.5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렌즈 서브유닛의 플라스틱 렌즈 엘리먼트는 포지티브 축상 파워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렌즈 서브유닛의 플라스틱 렌즈 엘리먼트는 네거티브 축상 파워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렌즈 서브유닛의 네거티브 렌즈 엘리먼트는 제 2 렌즈 서브유닛의 포지티브 렌즈 엘리먼트보

다 높은 분산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fE1｜/f0＜1.5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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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tS1S2/f0＞0.1 이고, 상기 tS1S2는 제 1 및 제 2 렌즈 서브유닛간의 공기층 길이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청구항 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는 이미지 방향으로 적어도 35°의 반시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청구항 9.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렌즈 유닛의 최대 투명공은 제 2 렌즈 유닛의 최대 투명공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청구항 10.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렌즈 유닛은 제 2 렌즈 서브유닛의 이미지 앞에 위치된 후방 주요지점을 갖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청구항 11.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는 이미지에서 1% 이하의 왜곡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청구항 12.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는 화소 패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투사렌즈는 물체에서 화소보다 작은 가로색수차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렌즈 유닛의 최대 투명공은 화소 패널의 대각선의 0.7배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

즈.

청구항 15.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a) 광원 및 상기 광원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조명 광학기를 포함하는 조명 시스템;과

(b) 상기 물체로 이루어진 화소 패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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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투사렌즈를 포함하되, 상기 광원의 이미지는 조명 시스템의 출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

즈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의 배율은 (ⅰ) 투사렌즈와 화소패널간의 거리;와 (ⅱ) 제 1 및 제 2 렌즈 유닛간의 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변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시스템.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패널과 투사렌즈 사이에 프레널 렌즈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시스템.

청구항 18.

(A) 스크린;

(B) 화소 패널; 및

(C) 상기 스크린 상의 화소패널의 확대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투사렌즈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투사렌즈 시스템에 있어,

상기 투사렌즈는,

(i) 제1 렌즈 유닛; 및

(ii) 포지티브 파워를 구비하고, 공간(airspace)에 의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제1 및 제2 렌즈 서브유닛을 포함하여 구성되

는 제2 렌즈 유닛으로 구성되되,

여기서,

(a) 상기 제1 렌즈 유닛은 왜곡교정을 위해 적어도 하나의 비구면에서 포함되는 네거티브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하여 구성

되고,

(b) 상기 제1 렌즈 유닛의 최대 클리어 어퍼쳐(clear aperture)는 화소패널의 대각선의 0.7배보다 작고,

(c) 제2 렌즈 유닛은 투사 렌즈 파워의 대부분을 제공하며,

(d) 제2 렌즈 유닛의 제2 렌즈 서브 유닛은 구면수차의 보정을 위해 적어도 하나의 비구면을 포함하고,

(e) 상기 투사렌즈는 스크린의 방향으로 적어도 35°의 시야각(a half field of view)을 구비하며,

(f) 상기 투사렌즈의 렌즈 엘리먼트의 전체 수는 5개 또는 6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패널과 투사렌즈 사이에 프레널 렌즈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렌즈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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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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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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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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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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