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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의한 광분리장치는, 광원으로부터 제1 각도로 입사된 입사광에 대해 반사없이 투과시키기 위한 광대역 비반
사 코팅막;과 상기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으로부터 투과된 광에 대해 제1 파장의 빛만을 상기 제1 각도로 투과시키고 다
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제2 각도로 반사시키는 제1 다이크로익 미러;와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반사된 빛을 
상기 제2 각도로 반사시키는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과 상기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으로부터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파장과 다른 제2 파장의 빛만을 상기 제1 각도로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상기 제2 각도로 반사시키는 
제2 다이크로익 미러;와 상기 제2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2 각도로 반사 시키는 광대역 고반
사 코팅막;과 상기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으로부터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및 제2 파장과 다른 제3 파장을 갖는 빛
을 반사없이 상기 제1 각도로 투과시키는 비반사 코팅막;과 상기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으로부터 투과된 빛과 상기 제1 
및 제2 다이크로익 미러와 상기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에 의해 반사된 빛이 진행하도록 된 플랫 플레이트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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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발명에 의한 광분리 방법은, 제1 각도로 입사된 입사광을 반사없이 플랫 플레이트 내로 투과시키는 단계와; 
투과돤 상기 입사광에 대해 제1 파장의 빛만을 상기 제1 각도로 상기 플랫 플레이트 밖으로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
에 대해서는 상기 플랫 플레이트 내로 제2 각도로 1차 반사시키는 단계;와 상기 1차 반사된 빛을 상기 플랫 플레이트 
내로 상기 제2 각도로 2차 반사시키는 단계;와 상기 2차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파장과 다른 제2 파장의 빛만을 상
기 제1 각도로 상기 플랫 플레이트 밖으로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상기 제2 각도로 3차 반사시키는 단
계;와 상기 3차 반사된 빛을 상기 플랫 플레이트 내로 상기 제2 각도로 4차 반사시키는 단계;와 상기 4차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및 제2 파장과 다른 제3 파장을 갖는 빛을 반사없이 상기 제1 각도로 상기 플랫 플레이트 밖으로 투과하
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한 광분리장치의 제조 방법은, 두께 t , 굴절율 n G 을 가지고 양 면의 편평도가 우수한 플랫 플레이
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플랫플레이트상의 한 면 일부 영역에 광원으로부터 제1 각도로 입사된 입사광에 대해 반사
없이 상기 플랫 플레이트내로 투과시키기 위한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이 
형성된 면의 반대면 플랫 플레이트상 일부 영역에 상기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으로부터 투과된 광에 대해 제1 파장의 빛
만을 상기 제1 각도로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제2 각도로 반사시키기 위해 제1 다이크로익 미러(Dich
roic Mirror)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이 형성된 면의 플랫 플레이트상의 나머지 영역에 상기 제
1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반사된 빛을 상기 제2 각도로 반사시키기 위한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
기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으로부터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파장과 다른 제2 파장의 빛만을 상기 제1 각도로 투과시
키고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상기 제2 각도로 반사시키기 위해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가 형성된 면의 플랫 플레
이트상에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와 인접하도록 제2 다이크로익 미러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광대역 고반사 코팅
막으로부터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및 제2 파장과 다른 제3 파장을 갖는 빛을 반사없이 상기 제1 각도로 투과시키
기 위해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 및 제2 다이크로익 미러가 형성된 면의 플랫 플레이트상에 상기 제2 다이크로익 미
러와 인접하도록 비반사 코팅막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플랫 플레이트를 이용한 광분리 하이브리드 다이크로익 미러의 개괄적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플랫 플레이트를 이용한 광분리 하이브리드 다이크로익 미러의 크기를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입사광원 12 :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

13 : 플랫 플레이트 14, 15 : 다이크로익 미러 코팅막

16 :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 17 : 비반사 코팅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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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백색광을 적,청,녹색의 삼색으로 분리시키는 미러 구조 및 광분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최초 입사된 
광원을 특수하게 고안된 미러구조에 의해 삼색으로 분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한 구조의 미러
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시스템의 적용 분야를 예시하면, 각각의 색에서 영상신호에 따라 동작하는 3 채널 음향광학변조기에 의해 광을 독립
적으로 변조하고, 변조된 적, 녹, 청 단색의 영상들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영상 투사 방법에 사용되는 광분리 장치, 칼라
스캐너 및 칼라복사기의 광분리용등으로 다양하다.

기존의 대표적 광분리 수단은 프리즘이나 다이크로익(dichroic) 미러를 이용하여 색분리를 하였다. 이는 광학적 효율 
및 광 얼라인(align)이 쉽지 않다. 또한 유럽특허(EU 0,211,596 A2)에서는 파장이 각각 600nm대(적색), 500nm대
(녹색), 400nm대(청색)의 3개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며 크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본 발명과 유사한 광분리 기법을 사용하는 기존의 음향광학변조기(Acousto-optic modulator:AOM)는 입력단에 삼
색광원의 수단으로 파장이 각각 600nm대(적색), 500nm대(녹색), 400nm대(청색)의 3개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
여 광변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시스템이 매우 대형화 되므로 상용화 하기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종래에 대
형화된 시스템을 간소화 하여 소형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추세이다. 그의 하나로 레이저 광원인 백색 레이저(Kr + A
r 개스)를 이용하여 삼색을(적,녹,청색)분리하여 이용하였는데 삼색을 분리할 때 각각의 다이크로익 미러를 이용하여 
광분리를 하였으나 이 방법도 광분리 미러와 광변조기를 각각 3개씩 사용하므로 시스템이 컴펙트하지 못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 종래의 광분리 시스템에 비해 훨씬 초소형화된, 
하나의 레이저 광원인 백색 레이저(Kr + Ar 개스)를 이용하여 삼색을(적,녹,청색)분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즉 본 발명의 목적은 시스템을 소형화 할 수 있고 저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는 광분리장치 및 광분리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한 광분리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제 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광분리장치는, 광원으로부터 제1 각도로 입사된 입사광에 대해 반사없이 
투과시키기 위한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과 상기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으로부터 투과된 광에 대해 제1 파장의 빛만을 상
기 제1 각도로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제2 각도로 반사시키는 제1 다이크로익 미러;와 상기 제1 다이
크로익 미러로부터 반사된 빛을 상기 제2 각도로 반사시키는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과 상기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으로
부터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파장과 다른 제2 파장의 빛만을 상기 제1 각도로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
는 상기 제2 각도로 반사시키는 제2 다이크로익 미러;와 상기 제2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2 
각도로 반사 시키는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과 상기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으로부터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및 제2 
파장과 다른 제3 파장을 갖는 빛을 반사없이 상기 제1 각도로 투과시키는 비반사 코팅막;과 상기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
으로부터 투과된 빛과 상기 제1 및 제2 다이크로익 미러와 상기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에 의해 반사된 빛이 진행하도록 
된 플랫 플레이트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제 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광분리 방법은, 제 1 각도로 입사된 입사광을 반사없이 플랫 플
레이트 내로 투과시키는 단계와; 투과된 상기 입사광에 대해 제1 파장의 빛만을 상기 제1 각도로 상기 플랫 플레이트 
밖으로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상기 플랫 플레이트 내로 제2 각도로 1차 반사시키는 단계;와 상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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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된 빛을 상기 플랫 플레이트 내로 상기 제2 각도로 2차 반사시키는 단계;와 상기 2차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파장과 다른 제2 파장의 빛만을 상기 제1 각도로 상기 플랫 플레이트 밖으로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상
기 제2 각도로 3차 반사시키는 단계;와 상기 3차 반사된 빛을 상기 플랫 플레이트 내로 상기 제2 각도로 4차 반사시키
는 단계;와 상기 4차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및 제2 파장과 다른 제3 파장을 갖는 빛을 반사없이 상기 제1 각도로 
상기 플랫 플레이트 밖으로 투과하는 단계로 이루어 진다.
    

상기 제 3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광분리장치 제조방법은, 두께 t , 굴절율 n G 을 가지고 양 면의 편평도가 우
수한 플랫 플레이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플랫 플레이트상의 한 면 일부 영역에 광원으로부터 제1 각도로 입사된 
입사광에 대해 반사없이 상기 플랫 플레이트내로 투과시키기 위한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광대
역 비반사 코팅막이 형성된 면의 반대면 플랫 플레이트상 일부 영역에 상기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으로부터 투과된 광에 
대해 제1 파장의 빛만을 상기 제1 각도로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제2 각도로 반사시키기 위해 제1 다
이크로익 미러(Dichroic Mirror)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이 형성된 면의 플랫 플레이트상의 나
머지 영역에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반사된 빛을 상기 제2 각도로 반사시키기 위한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으로부터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파장과 다른 제2 파장의 빛만을 상기 
제1 각도로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상기 제2 각도로 반사시키기 위해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가 형성
된 면의 기판상에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와 인접하도록 제2 다이크로익 미러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광대역 고반
사 코팅막으로부터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및 제2파장과 다른 제3 파장을 갖는 빛을 반사없이 상기 제1 각도로 투
과시키기 위해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 및 제2 다이크로익 미러가 형성된 면의 플랫 플레이트상에 상기 제2 다이크로
익 미러와 인접하도록 비반사 코팅막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본 발명은 하나의 플랫 플레이트(13) 위에 집속 시켜서 입사된 백색광이 자동으로 삼색분리 하여 나오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콤펙트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다. 또한 종전과 같이 각각의 다이크로
익 미러를 사용시 광을 얼라인 할 때 쉽지가 았았으나 위에서 언급한 시스템은 플랫 플레이트의 편평도(Flatness and 
Parallelism)만 갖추어지면 자동으로 광이 얼라인되는 장점이 있다.

이때 상기 제1 각도는 입사면 및 투과면의 수직 방향으로부터의 각도이며, 상기 제2 각도는 반사면의 수직방향으로부터
의 각도이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플랫 플레이트를 이용한 광분리 장치의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과 상기 비반사 코팅막은 상기 제1 
및 제2 다이크로익 미러와 상기 비반사 코팅막에 대해 평행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제1 및 제2 다이크로익 미러와 상기 비반사 코팅막은 상기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 및 상기 광대역 비반사 코
팅막으로부터 상기 플랫 플레이트에 의해 등거리 d로 이격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투과되는 제1 파장의 빛과 상기 제2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투과되는 제2 파장
의 빛이 이루는 간격 혹은 상기 제2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투과되는 제2 파장의 빛과 상기 비반사 코팅막으로부터 투
과되는 제3 파장의 빛이 이루는 간격 1을 조절할 수 있도록 상기 입사광의 입사각 θ0 및 플랫 플레이트의 두께 d가 하
기의 조건식에 의해 조절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조건식]

d = ℓ/[2cosθ 0 tan(sin-1(sinθ 0/n G )]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투과되는 제1 파장의 빛과 상기 제2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투과되는 
제2 파장의 빛이 이루는 간격은 상기 제2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투과되는 제2 파장의 빛과 상기 비반사 코팅막으로부
터 투과되는 제3파장의 빛이 이루는 간격과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플랫 플레이트를 이용한 광분리 장치와 광분리 방법 및 광분리 장치에 대해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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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본 발명의 플랫 플레이트(백색광 투명재료)를 이용한 광분리 하이브리드 미러를 설명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괄적
인 구성을 보인 블럭도이다. 도 1에서 11은 입사 광원으로 백색 레이저 빔을 표시하며, 12는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 1
3은 플랫 플레이트, 14, 15는 다이크로익 미러 코팅막, 16은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 17은 비반사코팅막을 각각 표시 
한다.

도 1에서 입사되는 광원을 각기 다른 적, 녹, 청색(λ1, λ2, λ3) 파장의 혼합체인 백색광(11)으로 할 경우, 상기 백
색광이 특정 입사각(θ0)으로 입사되어 광대역비반사 코팅막(12)을 통과한 후 제1 다이크로익 미러(14)에 의해 상기 
백색광 중 한가지 파장인 예를 들어 청색 파장의 빛은 투과각 θ0 로 전부 투과시키고 녹색과 적색 파장의 빛은 반사각 
θγ 로 반사시킨다.

    
상기 다이크로익 미러(14)에 의해 반사된 녹색과 적색 파장의 빛은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16)에 의해 전부 반사하고, 
반사된 빛 중 한가지 파장의 빛 예를 들어 녹색 파장의 빛만 투과하고 적색 파장의 빛은 반사시키는 제2 다이크로익 미
러(15)로 입사하게 된다. 제2 다이크로익 미러(15)에 의하여 반사 분리된 적색 파장의 빛은 광원은 다시 광대역 고반
사 코팅막(16)으로 입사 후 반사하여 마지막 부분인 비반사코팅막(17)을 통과한다. 이 시스템의 크기는 아래 계산에 
의해 결정 지어진다.
    

도 2에서 입사빔이 θ0 각도로 입사하며 적, 녹, 청(λ1, λ2, λ3) 파장의 빛으로 분리된 각각의 빔간격이 ℓmm이고, 
플랫 플레이트(13)의 굴절률이 각각의 파장에 따라 n1, n2, n3라 하면 이들의 굴절률의 차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무시
할 정도로 매우 작으므로, 플랫 플레이트로 들어가는 각각의 파장 굴절각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플랫 플레이트의 
굴절률을 ng라고 하면, 빔간의 간격 1은 플랫 플레이트의 두께 d를 다음의 수학식 1에 의해 조절함으로써 정해진다.

[수학식 1]

d = ℓ/[2cosθ 0 tan(sinθ 0/n G )]

그리고 플랫 플레이트의 가로 길이 t는 수학식 2에 의겨 결정된다.

[수학식 2]

t = 3 ℓ/cosθ 0

또한 본 발명에서는 투과된 상기 제1 파장의 빛과, 투과된 상기 제2 파장의 빛이 이루는 간격 혹은 투과된 상기 제2 파
장의 빛과, 투과된 상기 제3 파장의 빛이 이루는 간격 1을 조절하기 위해 상기 입사광의 입사각 및 플랫 플레이트(13)
의 두께 d를 조절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기존의 광분리부의 구조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크기가 작고 분리된 삼색의 정
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제작이 용이하게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소형화된 광학계로 스크린에 영상을 직접
투영하므로써 대화면을 표시하는 것에 이용 가능하며 칼라프린트의 광분리부등 광을 분리하는 시스템의 소형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소형화된 광분리 구조로 기존의 광학계와 동일한 성능을 발휘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업화 및 소형화 하는데 유리하다. 특히 본 발명에 의해 구조가 매우 콤팩트하고 저렴한 대량의 색분리 시스템을 제공
할 수 있으므로 매우 효과적인 발명이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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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광원으로부터 제1 각도로 입사된 입사광에 대해 반사없이 투과시키기 위한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과 상기 광대역 비반
사 코팅막으로부터 투과된 광에 대해 제1 파장의 빛만을 상기 제1 각도로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제2 
각도로 반사시키는 제1 다이크로익 미러;와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반사된 빛을 상기 제2 각도로 반사시키는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과 상기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으로부터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파장과 다른 제2 파장의 빛만
을 상기 제1 각도로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상기 제2 각도로 반사시키는 제2 다이크로익 미러;와 상기 
제2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2 각도로 반사 시키는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과 상기 광대역 고반
사 코팅막으로부터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및 제2 파장과 다른 제3 파장을 갖는 빛을 반사없이 상기 제1 각도로 투
과시키는 비반사 코팅막;과 상기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으로부터 투과된 빛과 상기 제1 및 제2 다이크로익 미러와 상기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에 의해 반사된 빛이 진행하도록 된 플랫 플레이트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 플레이트
를 이용한 광분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과 상기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은 상기 제1 및 제2 다이크로익 미러와 상
기 비반사 코팅막에 대해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 플레이트를 이용한 광분리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다이크로익 미러와 상기 비반사 코팅막은 상기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 및 상기 광대
역 비반사 코팅막으로부터 상기 플랫 플레이트에 의해 등거리 d로 이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 플레이트를 이용한 
광분리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투과되는 제1 파장의 빛과 상기 제2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투과
되는 제2 파장의 빛이 이루는 간격 혹은 상기 제2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투과되는 제2 파장의 빛과 상기 비반사 코팅
막으로부터 투과되는 제3 파장의 빛이 이루는 간격 1을 조절할 수 있도록 상기 입사광의 입사각θ0 및 플랫 플레이트의 
두께 d가 하기의 조건식에 의해 조절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 플레이트를 이용한 광분리 장치.

[조건식]

d = ℓ/[2cosθ 0 tan(sin-1(sinθ 0/nG)]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투과되는 제1 파장의 빛과 상기 제2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투과
되는 제2 파장의 빛이 이루는 간격은 상기 제2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투과되는 제2 파장의 빛과 상기비반사 코팅막으
로부터 투과되는 제3 파장의 빛이 이루는 간격과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 플레이트를 이용한 광분리 장치.

청구항 6.

제 3 항 내지 제 5 항 가운데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입사광은 백색광임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 플레이트를 이용한 광분
리 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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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제3 파장은 적색을 갖는 파장, 녹색을 갖는 파장, 청색을 갖는 파장임을 특징으로 하
는, 플랫 플레이트를 이용한 광분리 장치.

청구항 8.

    
제1 각도로 입사된 입사광을 반사없이 플랫 플레이트 내로 투과시키는 단계와; 투과된 상기 입사광에 대해 제1 파장의 
빛만을 상기 제1 각도로 상기 플랫 플레이트 밖으로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상기 플랫 플레이트 내로 
제2 각도로 1차 반사시키는 단계;와 상기 1차 반사된 빛을 상기 플랫 플레이트 내로 상기 제2 각도로 2차 반사시키는 
단계;와 상기 2차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파장과 다른 제2 파장의 빛만을 상기 제1 각도로 상기 플랫 플레이트 밖
으로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상기 제2 각도로 3차 반사시키는 단계;와 상기 3차 반사된 빛을 상기 플랫 
플레이트 내로 상기 제2 각도로 4차 반사시키는 단계;와 상기 4차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및 제2 파장과 다른 제3 
파장을 갖는 빛을 반사없이 상기 제1 각도로 상기 플랫 플레이트 밖으로 투과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플랫 플레이트를 이용한 광분리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투과된 상기 제1 파장의 빛과, 투과된 상기 제2 파장의 빛이 이루는 간격 혹은 투과된 상기 제2 파장
의 빛과, 투과된 상기 제3 파장의 빛이 이루는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상기 입사광의 입사각 θ0 및 플랫 플레이트의 두
께 d를 하기의 조건식을 만족하도록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 플레이트를 이용한 광분리 방
법.

[조건식]

d = ℓ/[2cosθ 0 tan(sin-1(sinθ 0/nG)]

청구항 10.

제 8 항 내지 제 9 항 가운데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입사광은 백색광임을 특징으로하는, 플랫 플레이트를 이용한 광분리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제3 파장은 적색을 갖는 파장, 녹색을 갖는 파장, 청색을 갖는 파장임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 플레이트를 이용한 광분리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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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d, 굴절율 nG 을 가지고 양 면의 편평도가 우수한 플랫 플레이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플랫 플레이트상의 한 
면 일부 영역에 광원으로부터 제1 각도로 입사된 입사광에 대해 반사없이 상기 플랫 플레이트내로 투과시키기 위한 광
대역 비반사 코팅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이 형성된 면의 반대면 플랫 플레이트상 일부 영역
에 상기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으로부터 투과된 광에 대해 제1 파장의 빛만을 상기 제1 각도로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제2 각도로 반사시키기 위해 제1 다이크로익 미러(Dichroic Mirror)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광대역 
비반사 코팅막이 형성된 면의 플랫 플레이트상의 나머지 영역에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로부터 반사된 빛을 상기 제
2 각도로 반사시키기 위한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으로부터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파장과 다른 제2 파장의 빛만을 상기 제1 각도로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상기 제2 각도
로 반사시키기 위해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가 형성된 면의 플랫 플레이트상에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와 인접하
도록 제2 다이크로익 미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광대역 고반사 코팅막으로부터 반사된 빛에 대해 상기 제1 및 제2파
장과 다른 제3 파장을 갖는 빛을 반사없이 상기 제1 각도로 투과시키기 위해 상기 제1 다이크로익 미러 및 제2 다이크
로익 미러가 형성된면의 플랫 플레이트상에 상기 제2 다이크로익 미러와 인접하도록 비반사 코팅막을 형성하는 단계;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 플레이트를 이용한 광분리 장치의 제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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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 9 -



등록특허 10-0300959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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