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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소 패널을 사용하기 위한 감소된 가로색을 갖는 투사 렌즈

요약

    
본 발명은 화소 패널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투사 렌즈가 음의 파워를 가진 제1렌즈 유닛(U1) 및 양의 파원를 가진 제
2렌즈 유닛(U2)으로 이루어져 제공되는 것에 관한다. 제1렌즈 유닛 및 제2렌즈 유닛(U1 및 U2)의 렌즈 엘리먼트의 
V-값과 Q-값은 투사 렌즈가 동일하게 다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된다: (1) 2차 가로색 교정을 포함하는 고도의 가
로색 교정; (2) 저분산; (3) 이미지(스크린) 쪽으로 큰 관측 시야; (4) 텔레센트릭 입사동공; 및 (5) 상대적으로 긴 후
방 초점 길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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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투사 렌즈, 화소 패널, 입사동공, 출사동공, 분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투사 렌즈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화소로 이루어진 물체(object)의 이미지, 즉 예를 들어 LCD, 반사 LCD, DM
D 등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투사 렌즈에 관한 것이다.

{정의}

본 명세서와 청구 범위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텔레센트릭(Telecentric)

    
텔레센트릭 렌즈는 무한원(無限遠)에서 적어도 하나의 동공(pupil)을 갖는 렌즈이다. 주광선(主光線)에 의하여, 무한
원에서 동공을 갖는 것은 주광선이 물(物)공간(무한원에서 입사동공(入射瞳孔)일 때) 또는 상(像)공간(무한원에서 출
사동공(出射瞳孔)일 때)에 있어서 광축에 평행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광이 렌즈를 통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원에서의 동공은 물체와 이미지에 관하여 렌즈의 방위에 좌우되는 입사동공 또는 출사동공의 어느 
하나로 사용된다. 따라서, " 텔레센트릭 동공" 이라는 용어는 상기 동공이 입사동공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출사동공으로
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하여, 무한원에서의 렌즈의 동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실제 적용에서, 렌즈의 광학 면으로부터 충분히 먼 거리에서 입사동공 또는 출사동공을 갖는 렌즈가 텔레센트릭 시스템
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텔레센트릭 동공은 실제로 무한원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 렌즈의 주광선은 실
질적으로 광축에 평행으로 나아갈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기 렌즈는 동공의 이론적(가우시안)인 위치가 무한원
인 렌즈와 동일한 기능을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 사용되는 " 텔레센트릭" 및 " 텔레센트릭 렌즈" 라는 용어는 렌즈의 엘리먼트로부터 먼 거리에서 적어도 
하나의 동공을 갖는 렌즈를 포함하려 하고, " 텔레센트릭 동공" 이라는 용어는 렌즈의 엘리먼트로부터 먼 거리에서 그
런 동공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투사 렌즈에 대하여, 텔레센트릭 동공 거리는 일반적으로 렌즈의 초점 길이
의 적어도 약 10배가 될 것이다.

(2)Q-값

제이. 후그랜드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광학 설계에서의 최근 개발(Recent Development in Optical Design)에서의 " 
애퍼크로매틱 렌즈 설계(The Design Apochromatic Lenses)" , 알.에이.루로프 편집, 퍼킨-엘머 주식회사, 노워크, 
시티, 1968, 페이지 6-1 에서 6-7,로 참고문헌으로 여기 개시되어 있고, Q-값은 광물질을 위한 것이고 물질의 부분 
분산 특성의 손쉬운 측정으로서 사용된다.

후그랜드의 Q-값은 e-라인(546 ㎚), F' 라인(480 ㎚), 및 C' 라인(643.8 ㎚)에서의 물질의 굴절률에 근거한다. 본 
명세서 및 청구 범위에서 사용된 파장은 d 라인(587.56 ㎚), F 라인(486.13 ㎚), 및 C 라인(656.2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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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V-값

본 명세서 및 청구 범위에서, V-값은 d, F, 및 C 라인에 대한 것이다.

(4)혼합 V-값

본 발명의 어떤 측면에 따라, 투사 렌즈는 혼합 V-값(V U2/C )을 갖는 양의 제2렌즈 유닛(U2 )을 갖되, 다음 공식과 같
이 정의되고:

VU2/C = fU2 {    (VU2/i /fU2/i )}

여기서, fU2 는 제2렌즈 유닛의 초점 길이이고, fU2/i 와 VU2/i 는 제2렌즈 유닛의 i번째 렌즈 엘리먼트의 초점 길이와 
V-값이며, 합계는 제2렌즈 유닛의 모든 렌즈 엘리먼트의 합이다.

(5)슈도-구경 조리개(Pseudo-Aperture Stop)

" 슈도-구경 조리개" 라는 용어는 엘리스 베턴스키가 발명한 통상적으로 지정된 미국 특허 제5,313,330에서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다.

(6)줌 렌즈(Zoom Lenses)

어떤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투사 렌즈는 줌 렌즈이다. 이러한 실시예에 대한 본 발명의 다양한 측면을 적용함으로써, 
렌즈의 특성, 즉 초점 길이, 후방 초점 길이, 관측 시야(觀測 視野; field of view),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
개 위치, 텔레센트릭 등은 줌 렌즈의 짧은 초점 길이 위치에서 구해진다.

    배경기술

투사 렌즈 시스템(" 투사 시스템" 이라고도 약칭함)은 표시 스크린에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방 투사 또는 후방 투사 형태일 수 있고, 시청자와 물체가 스크린의 동일측(전방 투사)에 있는지 스크린의 
반대측(후방 투사)에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이러한 시스템의 기본 구조가 도 10에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10은 광원(예를 들어, 텅스텐-할로겐 램프)이고, 1
2는 광원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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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사 렌즈이다. 또한, 상기 시스템은 조명 시스템의 출사동공을 적절히 위치시키기 위하여 
화소 패널 부근에 시야 렌즈, 예를 들어, 프레널 렌즈(Fresnel lens)를 포함할 수 있다.
    

전방 투사 시스템에서, 시청자는 도 10에서 스크린(16)의 좌측에 위치하는 반면, 후방 투사 시스템에서는 스크린의 우
측에 위치하게 된다. 단일 케비넷에 수납되는 후방 투사 시스템에 있어서, 광경로를 중첩시켜 시스템의 전체 크기를 줄
이기 위해 반사경이 종종 사용된다.

    
물체가 화소 패널인 투사 렌즈 시스템은 다양한 장치에 사용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시스템은 예를 들어, 적색, 녹색, 및 
청색 화소를 가진 단일 패널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일 투사 렌즈를 채용한다. 몇몇의 경우, 예를 들어 대형 이미지 후
방 투사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의 패널/투사 렌즈 복합체가 전체 이미지 중 일부를 생성하게 되는 다중 패널 및 다중 투
사 렌즈가 사용된다.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상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투사 렌즈는 화소 패널에 사용되는 프

 - 3 -



공개특허 특2002-0013866

 
리즘, 빔 스풀리터, 색 휠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긴 후방 초점 길이를 갖을 필요가 있다.
    

특히, 화소 패널을 채용한 투사 렌즈 시스템의 중요한 응용은 마이크로표시장치의 영역에 있으며, 예를 들어, 데이타를 
표시하기 위한 전방 투사 시스템과 컴퓨터 모니터로서 사용되는 후방 투사 시스템이 있다. 제조 기술에서의 최근 큰 발
전은 DMD, 반사 LCD 등과 같은 디지탈 광 밸브 장치를 채용하는 복수개의 마이크로표시장치에서의 성장을 이끌어 왔
다.

이러한 장치에 기반한 투사 표시 장치는 소형 크기 및 광 중량에 이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전방-투사 모드에서 동작하
고 디지탈 광 밸브를 채용한 전체적으로 새로운 등급의 초경량 휴대용 투사기가 시장에 등장했다. 또한, 경량의 소형 후
방 투사 시스템은 이러한 장치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높은 정보 용량을 갖는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러한 장치는 다수개의 화소를 가져야만 한다. 상기 장치가 그 자체
로 소형이기 때문에, 각 화소는 미세하며, 즉 DMD 표시장치에 대하여 17μ부터 약 8μ까지의 범위인 일반적인 화소 
크기를 갖고 심지어 반사 LCD는 더 미세한 크기를 갖는다. 이것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사용된 투사 렌즈가 고도의 수차
(收差) 보정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소의 번짐, 또는 극단적인 경우 이미지로부터 화소의 완전 박리(dropping)와 같이, 화소 패널의 이미지에서 색 수차
(color aberrations)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색수차(chromatic aberration) 보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
점은 통상적으로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가장 심각하다.

가로색(lateral color), 코마(coma)의 색변화, 비점수차(非點收差), 및 통상적으로 가장 도발적인 왜곡과 함께, 상기 
시스템의 모든 수차가 처리되어야 한다. 가로색, 즉 색깔에 의한 배율 변동은 특히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콘트라스트(c
ontrast)의 감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루기가 곤란하다. 극단적인 경우, 전체 시야 영역에서 무지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음극선관(CRTs)을 채용한 투사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청색 CRT에 생성된 이미지와 비교하여 적색 CRT의 면에 생
성된 이미지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소량의(잉여) 가로색은 전자적으로 보상될 수 있다. 그러나, 화소 패널에서는 이미
지가 수치화됨으로서 전체 관측 시야에서 크기를 원만하게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절이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러므로, 상기 투사 렌즈로부터 2차 가로색 보정을 포함하는 더 고도의 가로색 보정이 필요하다.

    
데이타를 표시하기 위한 화소 패널의 사용은 왜곡의 보정에 관한 엄격한 필요 조건의 원인이 된다. 그 이유는 데이타를 
표시할 때 렌즈 관측 시야의 극점에서조차도 우수한 이미지 품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기된 바와 같이, 표시된 숫자 
또는 문자의 왜곡되지 않은 이미지는 중앙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야의 가장자리에서도 중요하다. 더구나, 투사 렌즈는 종
종 오프셋 패널로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관측 스크린에서의 왜곡은 스크린의 중앙을 통해 수평선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변화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스크린의 하부에서 상부로 단조롭게 증가할 순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량의 왜
곡을 시청자가 쉽게 보아 알 수 있게 만든다.
    

특히, 윈도우즈(WINDOWS) 형태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대형 이미지가 관측 스크린으로 투사될 때, 저왜곡과 고도의 
색 보정이 중요하다. 평행선, 인접 명령(bordered command)과 다이알로그 박스, 및 복소 채색을 지닌 상기 인터페이
스는 본질적으로 왜곡과 색을 위한 테스트 패턴이다. 상기 인터페이스의 이미지에서 왜곡 또는 색 수차의 낮은 수준조
차도 사용자는 쉽게 감지하여 반감을 갖게 된다.

전술된 마이크로표시장치는 일반적으로 조명 시스템으로부터의 광선이 표시장치로의 후방-수직 입사각을 갖는 것을 
요구한다. 상기 투사 렌즈에 의하여, 이것은 상기 렌즈가 텔레센트릭 입사동공을 갖는다는 필요 조건으로 변하며, 즉, 
상기 투사 렌즈는 결상(結像)된 그 짧은 공액상(imaging conjugate) 쪽으로 텔레센트릭되야 한다. 이는 상기 렌즈가 
가로색 보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조리개에 대하여 비대칭이 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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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점에 더하여, 후방 투사 시스템에 대하여, 더 소형의 캐비넷 크기(더 소형의 풋프린트(footprints))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하고 있다. 상기 투사 렌즈에 의하여, 이것은 상기 렌즈가 이미지(스크린) 쪽으로 넓은 관측 시야를 갖는다는 
필요 조건으로 변한다. 이러한 필요 조건은 렌즈의 가로색 보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긴 후방 초
점 길이에 대한 필요 조건 또한, 가로색 보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술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 특징의 일부, 바람직하게는 모두를 갖는 화소 패널과 사용하기 위한 투사 렌즈에 대한 본 
분야에서의 요구가 존재한다:

(1) 2차 가로색 보정을 포함하는 고도의 가로색 보정;

(2) 저왜곡;

(3) 이미지 쪽에 큰 관측 시야;

(4) 텔레센트릭 입사동공; 및

(5) 상대적으로 긴 후방 초점 길이.

본 발명의 투사 렌즈는 하기와 같이 이러한 요구를 해결한다.

제1특징에 따라, 본 발명은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투사 렌즈를 제공하되, 이미지 끝으로부터 물체 끝까지 순
차적으로 배열된 제1렌즈 유닛, 제2렌즈 유닛, 및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며:

(A) 각각 초점 거리 f U1/P , fU1/N , 및 fU1/N' , V-값 VU1/P , VU1/N , 및 VU1/N' , 및 Q-값 QU1/P , QU1/N , 및 Q

U1/N' 을 갖고 임의의 순서로 배열된 3개의 렌즈 엘리먼트 EP , EN , 및 EN' 을 포함하고, 음의 파워를 갖는 제1렌즈 유
닛 U1 ;

(B) 양의 파워를 갖는 제2렌즈 유닛; 및

(C)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며,

여기서, EN 또는 EN' 은 글라스로 제조되고,

fU1/P > 0,

fU1/N < 0,

fU1/N' < 0,

VU1/N > VU1/P ,

VU1/N' > VU1/P ,

QU1/N > 0,

QU1/N > QU1/P ,

QU1/N > VU1/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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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1/N' > 0, 및

QU1/N' > QU1/P 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제1특징은 예 1A, 1B, 1C, 2A, 및 3-7에 도시되어 있다.

제2특징에 따라, 본 발명은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투사 렌즈를 제공하되, 이미지 끝으로부터 물체 끝까지 순
차적으로 배열된 제1렌즈 유닛, 제2렌즈 유닛, 및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며:

(A) 각각 초점 거리 f U1/P 과 fU1/N , V-값 VU1/P 와 VU1/N , 및 Q-값 QU1/P 과 QU1/N 을 갖고 임의의 순서로 배열
된 2개의 렌즈 엘리먼트 EP 와 EN 를 포함하고, 음의 파워를 갖는 제1렌즈 유닛 U 1 ;

(B) 양의 파워를 갖는 제2렌즈 유닛; 및

(C)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며,

여기서,

fU1/P > 0,

fU1/N < 0,

VU1/N > VU1/P ,

QU1/N > 0, 및

QU1/P < 0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제2특징은 예 1A, 1B, 1C, 3, 5, 및 6에 도시되어 있다.

제3특징에 따라, 본 발명은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투사 렌즈를 제공하되, 이미지 끝으로부터 물체 끝까지 순
차적으로 배열된 제1렌즈 유닛, 제2렌즈 유닛, 및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며:

(A) 각각 초점 거리 f U1/P 과 fU1/N , V-값 VU1/P 와 VU1/N , 및 Q-값 QU1/P 과 QU1/N 을 갖고 임의의 순서로 배열
된 2개의 렌즈 엘리먼트 EP 와 EN 를 포함하고, 음의 파워를 갖는 제1렌즈 유닛 U 1 ;

(B) 양의 파워를 갖는 제2렌즈 유닛; 및

(C)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며,

여기서,

fU1/P > 0,

fU1/N < 0,

VU1/N > VU1/P ,

QU1/N > VU1/N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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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1/N > 125이다.

QU1/N 이 135보다 더 큰 것이 바람직하고, 145보다 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이러한 제3특징은 예 1D, 1G, 및 3에 도시되어 있다.

제4특징에 따라, 본 발명은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투사 렌즈를 제공하되, 이미지 끝으로부터 물체 끝까지 순
차적으로 배열된 제1렌즈 유닛, 제2렌즈 유닛, 및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며:

(A) 음의 파워를 갖는 제1렌즈 유닛 U1 ;

(B) 각각 초점 거리 fU2/P 과 fU2/N , V-값 VU2/P 와 VU2/N , 및 Q-값 QU2/P 과 QU2/N 을 갖고 임의의 순서로 배열
된 2개의 렌즈 엘리먼트 E'P 와 E'N 를 포함하고, 양의 파워를 갖는 제2렌즈 유닛 U 2 ; 및

(C)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며,

여기서,

fU2/P > 0,

fU2/N < 0,

VU2/P > VU2/N ,

QU2/P > VU2/P , 및

QU2/P > 135 (바람직하게, Q U2/P > 145)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제4특징은 예 1E, 1F, 1G, 2A, 7 및 9에 도시되어 있다.

제5특징에 따라, 본 발명은 화소로 구성된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투사 렌즈를 제공하되, 이미지 끝으로부터 
물체 끝까지 순차적으로 배열된

(A) 음의 파워를 갖는 제1렌즈 유닛 U1 ;

(B)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개;

(C) V-값 VU2/P 를 갖는 양의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하고 양의 파워를 갖는 제2렌즈 유닛 U2 ; 및

(D)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며,

여기서,

VU2/P > 75, 및

VU2/C > 0.1/(p'ㆍF#U2 )이고,

상기 VU2/C 는 전술된 제2렌즈 유닛의 혼합 V-값이고, F#U2 는 이미지를 향해 물체(화소 패널)로부터 투사된 제2렌
즈 유닛의 f-수이며, p'은 f0 로 분할된 화소 폭이고, f0 는 제1렌즈 유닛과 제2렌즈 유닛 복합체의 초점 길이이다. V U

2/P 가 80보다 큰 것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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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이러한 제5특징은 예 1A, 1C, 1E, 2A, 2B, 3, 4, 5, 7, 8 및 9에 도시되어 있다.

예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양한 특징은 개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는 바람직하게는 조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예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이러한 다양한 특징에 의해, 재귀초점 투사 렌즈는 다음 특징의 일부 
및 바람직하게는 모두를 가짐으로써 제공된다:

(i) 투사 렌즈는 적어도 20°및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25°의 이미지 축으로 관측 시야의 반을 갖고;

(ii) 460 ㎚에서 620 ㎚의 범위의 파장에 대해 전체 시야에서의 투사 렌즈의 가로색 흐림이 하나의 화소보다 작고, 바
람직하게는 3/4 화소보다 작으며(가로색 보정 수준은 물체면 또는 이미지면에서 결정될 수 있고, 확대된 화소는 측정이 
이미지면에서 수행될 때 사용됨);

(iii) 투사 렌즈의 왜곡이 1.5% 보다 작고, 바람직하게는 1.0% 보다 작으며, 가장 바람직하게는 0.5% 보다 작고;

(iv) 렌즈의 초점 길이에 대한 그 후방 초점 길이(BFL)의 비율은 0.7 보다 크고, 바람직하게는 1.0 보다 크며, 가장 바
람직하게는 1.5 보다 더 크다.

본 발명의 투사 렌즈는 조명 시스템의 출력 위치에 투사 렌즈의 슈도-구경 조리개/입사동공을 사용함으로 설계될 수 
있다(전술된 베턴스키 특허 참조).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효과적인 커플링은 조명 시스템의 광 출력과 투사 렌즈 사이
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내지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투사 렌즈의 개략적인 측면도이고,

도 10은 본 발명의 투사 렌즈가 사용될 수 있는 전체 렌즈 시스템을 타나낸 개략도이다.

본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기 도면은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도면과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을 단지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한정하지는 않는
다.

    실시예

본 발명의 투사 렌즈는 재귀초점 또는 역의 망원(telephoto) 형태이고, 2개의 렌즈 유닛, 즉 장(長) 공액면 상에 음의 
유닛(U1 ) 및 단(短) 공액면 상에 양의 유닛(U 2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
개에 의해 분할된다.

    
화소 패널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이러한 전체 렌즈 형상의 사용은 다양한 이점을 갖는다. 따라서, 텔레센트리서티
(telecentricity)는 제2양의 유닛의 전방 초점 판에 렌즈의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개를 위치시킴으로써 쉽
게 이루어진다. 추가적인 이점은 장(長) 후방 초점 길이 및 넓은 관측 시야를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특성 모
두는 특히 후방 투사 시스템에서 유용하고, 여기서 상기 렌즈는 가능한한 가장 작은 전체 패키지 크기를 이루기 위해 넓
은 관측 시야를 가져야 하며, 렌즈와 화소 패널 사이에서 빔 분할 프리즘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리즘은 색 분
할 프리즘 뿐만 아니라 편파 빔 분할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렌즈는 제1렌즈 유닛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구면을 사용함으로써 고도의 분산 보정을 이룬다. 렌즈의 
입사동공의 구면 수차 뿐만 아니라 몇몇 잉여 분산은 제2렌즈 유닛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구면의 사용을 통해 보
정된다. 입사동공의 구면 수차는 렌즈의 물체면에서 임의의 포인트에 대한 텔레센트리서티를 이루기 위해 최소화되어야 
한다. 바람직하게, 비구면은 플라스틱 렌즈 엘리먼트 상에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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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수차는 렌즈의 가로색이다. 전술된 본 발명의 제1특징에서 제4특징에 따라, 이러한 수차
를 보정하기 위한 설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음의 제1렌즈 유닛에 대해:

(a) 기본 가로색을 보정하기 위하여, 저분산(높은 V-값) 음의 엘리먼트와 공동으로 고분산(낮은 V-값) 양의 엘리먼
트가 사용되며,

(b) 2차 가로색을 보정하기 위하여, 고분산(낮은 V-값) 양의 엘리먼트는 가능한한 강한 양수가 되어야 하고 바람직하
게는 음의 Q-값을 가져야 하며, 저분산(높은 V-값) 음의 엘리먼트는 양의 Q-값(바람직하게, 큰 양의 Q-값)을 지닌 
가능한한 강한 음수가 되어야 한다.

(2) 양의 제2렌즈 유닛에 대해:

(a) 기본 가로색을 보정하기 위하여, 기본 축 색 뿐만 아니라, 고분산(낮은 V-값) 음의 엘리먼트와 공동으로 저분산(
높은 V-값) 양의 엘리먼트가 사용되며,

(b) 2차 가로색을 보정하기 위하여, 저분산(높은 V-값) 양의 엘리먼트는 가능한한 강한 양수가 되어야 하고 바람직하
게는 양의 Q-값(바람직하게, 큰 양의 Q-값)을 가져야 하며, 고분산(낮은 V-값) 음의 엘리먼트는 가능한한 작은 양
의 Q-값 또는 음의 Q-값을 지닌 가능한한 강한 음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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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린트 물질은 1.85 내지 1.5 범위의 굴절률에 대하여 각각 
20 내지 50 사이의 V-값을 가진 물질이며, 저분산 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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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른 플라스틱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티렌 대신에, 플린트와 유사한 분산을 가진 아크릴릭(예를 들어, NAS)과 
폴리 스티렌의 혼성중합물 및 폴리 탄산 에스테르가 사용될 수 있다. 아크릴릭 대신에, 예를 들어, 호취스트(Hoechst)
에 의해 제조된 토파스(Topas) 5013과 같은 주기적인 올레핀 혼성중합체를 사용할 수 있다. 광 플라스틱의 일반적인 
검토를 위해,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 소재한 U.S. Precision Lens, Inc.,에서 1983년에 제작한 The Handbook of P
lastic Optics , 17 내지 29 페이지를 참조하라.

" 크라운" 과 " 플린트" 의 명칭에 관하여, 본 발명의 제1특징에서 제4특징의 설계 방법은 다음으로써 요약될 수 있다
:

(1) 음의 제1렌즈 유닛에 대하여, 바람직하게 음의 Q-값을 가진 양의 플린트가 양의 Q-값(바람직하게, 큰 양의 Q-
값)을 가진 음의 크라운과 함께 사용되고,

(2) 양의 제2렌즈 유닛에 대하여, 양의 Q-값(바람직하게, 큰 양의 Q-값)을 가진 양의 크라운이 음의 Q-값 또는 작
은 양의 Q-값을 가진 음의 플린트와 함께 사용된다.

본 발명의 제5특징은 특히 제2렌즈 유닛에서 사용된 렌즈 엘리먼트의 V-값에 관한 것이다. 재귀초점 렌즈에서, 축색의 
보정은 후방(제2의) 유닛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축 한계 광선의 높이가 상기 유닛에서 최대이기 때문
이다. 상기 보정은 양의 파워 엘리먼트에서 저분산 글라스 및 음의 파워 엘리먼트에서 고분산 글라스의 사용을 통해 이
루어진다.

다른 한편, 가로색 보정은 주요한 광선 높이가 축 한계 광선의 높이보다 상당히 더 큰 전방(제1의) 유닛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상기 보정은 양의 파워 엘리먼트에서 고분산 글라스의 사용 및 후방 유닛의 
반대인 음의 파워 엘리먼트에서 저분산 글라스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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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개시된 텔레센트릭 렌즈 형태에 있어서, 후방 유닛에서의 주요한 광선의 높이가 무의미하진 않다. 따라서, 상기 유
닛에서의 글라스의 선택은 가로색 보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후방 유닛이 75보다 더 큰 V-값을 가진 
적어도 하나의 양의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할 때 가로색은 상당히 향상될 수 있고, 후방 유닛 VU2/C 의 복합 V-값은 다
음 식을 만족한다:

수학식 1

상기 p'과 F#U2 는 전술된 바와 같다.

본 발명의 이러한 특징은 전체 렌즈의 가로색이 렌즈의 입사동공과 그 구경 조리개 사이의 축색 수차를 감소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즉, 후방 유닛에 의한 입사동공의 이미지는 전체 렌즈의 낮은 가로색을 이루기 위해 
작은 축색을 가져야 한다.

    
후방 유닛의 축색과 전체 렌즈의 가로색 사이의 이러한 교점은 다음과 같이 보여질 수 있다. 적색, 녹색, 및 청색 주요 
광선을 주시하라. 후방 유닛의 축색이 미세하다면, 후방 유닛을 통과한 후 이러한 광선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각을 지닌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치(구경 조리개)에서 광축으로 뻗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광선이 전방 유닛으로 유입될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높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가로색을 보정하기 위한 전방 유닛의 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물론, 텔레센트릭 입사동공에 있어서, 적색, 녹색, 및 청색의 주요 광선은 실질적으로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동공으로 유
입될 것이다.
    

VU2/C 가 수학식 1을 만족할 때, 입사동공의 후방 유닛의 이미지의 축색이 향상되고, 따라서 화소의 크기에 비례하여 
렌즈의 전체 가로색이 향상된다.

임의의 방법에 대한 제한 없이, 본 발명은 다음 예에 의해 더 잘 설명될 것이다.

{예}

도 1 내지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구조된 투사 렌즈를 도시한다. 상응하는 규정 및 광 특성이 표 1 내지 표 9에서 각각 
나타난다. 예 1H는 비교 예이고, 본 발명의 임의의 특징을 채용하지 않는다.

호야(HOYA), 오하라(OHARA), 및 스코트(SCHOTT) 기호는 렌즈 시스템에 적용된 다양한 글라스를 위해 사용된다. 
다른 제조사에 의해 제조된 동일한 글라스는 본 발명의 실시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용화된 물질은 플라스틱 엘리먼트
를 위해 사용된다. 표 4, 5, 및 7에 사용된 기호 490573은 1.490의 굴절률과 57.3의 d 라인에서 V-값을 가진 아크릴 
플라스틱을 나타낸다.

표에 개시된 비구면 계수는 하기 등식, 즉 수학식 2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수학식 2

여기서, z는 시스템의 광축으로부터 거리 y에서의 표면 새그(surface sag)이고, c는 광축에서의 렌즈의 곡률이며, k는 
표 1 내지 표 9의 규정에서 적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로인 원뿔 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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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여러 표면과 관련된 기호 " a" 는 비구면, 즉 상기 수학식 2에서 D, E, F, G, H, 및 I 중 적어도 하나가 0이 아
닌 면을 나타내며; 기호 " c" 는 상기 등식에서 k가 0이 아닌 면을 나타낸다. 도면과 표에서 U 2 의 짧은 공액측에 위치
한 다양한 평면 구조는 화소 패널의 일부 또는 화소 패널과 함께 사용되는 컴포넌트를 나타낸다. 그들은 투사 렌즈의 일
부를 구성하진 않는다. 표에서 개시된 모든 수치의 단위는 ㎜이다.

규정된 표는 빛이 도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정하여 만들어졌다. 실제 실험에서, 표시 스크린은 좌측
에 위치하고, 화소 패널은 우측에 위치되며, 빛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특히, 물체/이미지 및 입사동공/출
사동공에 대한 규정된 표에서의 참조는 본 명세서와 청구 범위의 나머지 부분에서 사용되는 것과 반대된다. 상기 화소 
패널은 도면에서 기호 " PP" 로 표시되고,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개는 기호 " AS" 로 표시된다.

본 발명의 투사 렌즈는 다양한 방법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예를 들어, 화소 패널에 비례하여 전체 렌즈을 이동함으
로써 맞출 수 있다. 초점을 맞추는 것에 더하여, 또한 상기 투사 렌즈는 예 4 내지 예 7에 기술된 바와 같이 줌 수행력
을 갖을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에서의 종래의 기계 구조는 렌즈 및/또는 초점 교정 및 줌 교정 동안 컴포넌트 일부를 이
동하는데 사용된다.

예 4, 5, 및 7의 줌 투사 렌즈는 엘리스 베턴스키가 발명한 미국 특허 제5,313,330의 슈도-구경 조리개/입사동공 기술
을 사용하여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조명 시스템은 모든 렌즈 초점 길이 및 공액을 위해 화소 패널에 비례하
여 일정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출사동공에 있어서, 투사 렌즈를 위한 출사동공을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동공의 
위치는 조명 시스템으로부터 화소 패널을 통과하는 실질적으로 평행한 빛(실질적으로 텔레센트릭 빛)에 의해 결정된다.

표 10은 본 발명의 제5특징에 따라 설계된 예 1A, 2A, 2B, 3, 8, 및 9의 다양한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상기 표에 개시
된 바와 같이, 이러한 렌즈의 각각은 0.1/(p'ㆍF#U2 )보다 더 큰 VU2/C 값을 갖는다. 그 상응하는 규정 표에 개시된 바
와 같이, 또한 이러한 예의 각각은 75보다 더 큰 V-값을 갖는 후방 유닛에서 양의 렌즈 엘리먼티를 포함한다.

표 11은 예 1 내지 예 9의 렌즈의 다양한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상기 표와 대응하는 규정 표에 개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렌즈 시스템은 화소 패널과 함께 사용되는 투사 렌즈를 위해 전술된 5개의 소정된 특성을 갖는다. 본 발명의 다
양한 특성을 적용한 예 1A에서 예 1G와 본 발명의 어떤 특성도 적용하지 않은 예 1G와의 비교는 본 발명의 렌즈가 향
상된 가로색 교정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발명의 상기 렌즈는 렌즈가 소비자 제품, 예를 들어 컴퓨터 모니터에 대해 적당한 비용으로 제조되도록 하는 방법으
로 모든 전술된 소정의 특성을 달성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이는 높은 Q 렌즈 엘리먼트가 COC 플라스틱으로 구성
될 때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가 도시되고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의 사상과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다양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당업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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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미지 끝으로부터 물체 끝까지 순차적으로 배열된 제1렌즈 유닛, 제2렌즈 유닛, 및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되,

(A) 각각 초점 거리 f U1/P , fU1/N , 및 fU1/N' , V-값 VU1/P , VU1/N , 및 VU1/N' , 및 Q-값 QU1/P , QU1/N , 및 Q

U1/N' 을 갖고 임의의 순서로 배열된 3개의 렌즈 엘리먼트 EP , EN , 및 EN' 을 포함하고, 음의 파워를 갖는 제1렌즈 유
닛 U1 ;

(B) 양의 파워를 갖는 제2렌즈 유닛; 및

(C)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며,

여기서, EN 또는 EN' 은 글라스로 제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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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1/P > 0,

fU1/N < 0,

fU1/N' < 0,

VU1/N > VU1/P ,

VU1/N' > VU1/P ,

QU1/N > 0,

QU1/N > QU1/P ,

QU1/N > VU1/N ,

QU1/N' > 0, 및

QU1/N' > QU1/P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QU1/N' > VU1/N'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QU1/P <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4.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미지 끝으로부터 물체 끝까지 순차적으로 배열된 제1렌즈 유닛, 제2렌즈 유닛, 및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되,

(A) 각각 초점 거리 f U1/P 과 fU1/N , V-값 VU1/P 와 VU1/N , 및 Q-값 QU1/P 과 QU1/N 을 갖고 임의의 순서로 배열
된 2개의 렌즈 엘리먼트 EP 와 EN 를 포함하고, 음의 파워를 갖는 제1렌즈 유닛 U 1 ;

(B) 양의 파워를 갖는 제2렌즈 유닛; 및

(C)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며,

여기서, EN 은 글라스로 제조되고,

fU1/P > 0,

fU1/N < 0,

VU1/N > VU1/P ,

QU1/N > 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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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1/P < 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5.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미지 끝으로부터 물체 끝까지 순차적으로 배열된 제1렌즈 유닛, 제2렌즈 유닛, 및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되,

(A) 각각 초점 거리 f U1/P 과 fU1/N , V-값 VU1/P 와 VU1/N , 및 Q-값 QU1/P 과 QU1/N 을 갖고 임의의 순서로 배열
된 2개의 렌즈 엘리먼트 EP 와 EN 를 포함하고, 음의 파워를 갖는 제1렌즈 유닛 U 1 ;

(B) 양의 파워를 갖는 제2렌즈 유닛; 및

(C)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며,

여기서,

fU1/P > 0,

fU1/N < 0,

VU1/N > VU1/P ,

QU1/N > VU1/N , 및

QU1/N > 12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6.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미지 끝으로부터 물체 끝까지 순차적으로 배열된 제1렌즈 유닛, 제2렌즈 유닛, 및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되,

(A) 음의 파워를 갖는 제1렌즈 유닛 U1 ;

(B) 각각 초점 거리 fU2/P 과 fU2/N , V-값 VU2/P 와 VU2/N , 및 Q-값 QU2/P 과 QU2/N 을 갖고 임의의 순서로 배열
된 2개의 렌즈 엘리먼트 E'P 와 E'N 를 포함하고, 양의 파워를 갖는 제2렌즈 유닛 U 2 ; 및

(C)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며,

여기서,

fU2/P > 0,

fU2/N < 0,

VU2/P > VU2/N ,

QU2/P > VU2/P , 및

QU2/P > 135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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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화소로 구성된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미지 끝으로부터 물체 끝까지 순차적으로 배열된

(A) 음의 파워를 갖는 제1렌즈 유닛 U1 ;

(B)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개;

(C) V-값 VU2/P 를 갖는 양의 렌즈 엘리먼트를 포함하고 양의 파워를 갖는 제2렌즈 유닛 U2 ; 및

(D)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며,

여기서,

VU2/P > 75, 및

VU2/C > 0.1/(p'ㆍF#U2 )이고,

상기 F#U2 는 이미지를 향해 물체로부터 투사된 제2렌즈 유닛의 f-수이고, p'은 f0 로 분할된 화소 폭이며, f0 는 제1렌
즈 유닛과 제2렌즈 유닛 복합체의 초점 길이이고, VU2/C 는 제2렌즈 유닛을 위한 혼합 V-값으로:

VU2/C = fU2 {    (VU2/i /fU2/i )}이고,

여기서, fU2 는 제2렌즈 유닛의 초점 길이이고, fU2/i 와 VU2/i 는 제2렌즈 유닛의 i번째 렌즈 엘리먼트의 초점 길이와 
V-값이며, 합계는 제2렌즈 유닛의 모든 렌즈 엘리먼트의 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8.

화소로 구성된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미지 끝으로부터 물체 끝까지 순차적으로 배열된 제1렌즈 유닛, 제
2렌즈 유닛, 및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되,

(A) 투사 렌즈의 2차 가로색을 보정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되, 상기 방법은 임의의 순서로 배열된 2개의 렌즈 엘리먼
트 EP 와 EN 를 포함하고, 각각 초점 거리 fU1/P 과 fU1/N , V-값 VU1/P 와 VU1/N , 및 Q-값 QU1/P 과 QU1/N 을 갖으
며, 음의 파워를 갖는 제1렌즈 유닛;

(B) 양의 파워를 갖는 제2렌즈 유닛; 및

(C)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며,

여기서,

fU1/P > 0,

fU1/N < 0,

VU1/N > VU1/P ,

QU1/N > 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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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1/P <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9.

제1, 4, 5, 6, 7, 또는 8항에 있어서,

BFL/f0 > 0.7 이고, 여기서 f 0 와 BFL은 각각 제1렌즈 유닛과 제2렌즈 유닛 복합체의 초점 길이와 후방 초점 길이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10.

제1, 4, 5, 6, 또는 8항에 있어서, 투사 렌즈는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개를 갖으며, 제1렌즈 유닛은 상기 구
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개의 이미지측에 있고, 제2렌즈 유닛은 상기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개의 물
체측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투사 렌즈는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개를 갖고, EP , EN , 및 EN' 은 상기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개의 이미지측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12.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투사 렌즈는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개를 갖고, E P 와 EN 은 상기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개의 이미지측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13.

제6항에 있어서, 투사 렌즈는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개를 갖고, E'P 와 E'N 은 상기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
구경 조리개의 물체측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14.

제1, 4, 5, 6, 7, 또는 8항에 있어서, 투사 렌즈는 물체의 텔레센트릭 축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15.

제1, 4, 5, 6, 7, 또는 8항에 있어서, 제1렌즈 유닛은 비구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16.

제1, 4, 5, 6, 7, 또는 8항에 있어서, 제2렌즈 유닛은 비구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17.

제1, 4, 5, 6, 7, 또는 8항에 있어서, 렌즈는 줌 렌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18.

제1, 4, 5, 또는 8항에 있어서, 제2렌즈 유닛은 각각 초점 거리 f U2/P 과 fU2/N , V-값 VU2/P 와 VU2/N , 및 Q-값 Q

U2/P 과 QU2/N 을 갖고 임의의 순서로 배열된 2개의 렌즈 엘리먼트 E'P 와 E'N 를 포함하되,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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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2/P > 0,

fU2/N < 0,

VU2/P > VU2/N ,

QU2/P > 0,

QU2/P > QU2/N , 및

QU2/P > VU2/P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QU2/P > 135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QU2/N <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21.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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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상기 물체로 이루어진 화소 패널; 및

(c) 제1, 4, 5, 6, 7, 또는 8항의 투사 렌즈를 포함하되, 상기 광원의 이미지는 조명 시스템의 출력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투사 렌즈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투사 렌즈는 실질적으로 조명 시스템의 출력 위치에 대응하는 입사동공의 위치를 갖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시스템.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투사 렌즈는 줌 렌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시스템.

청구항 24.

제1, 4, 5, 또는 8항에 있어서, E P 와 EN 또는 EN' 은 색 보정 이중 렌즈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25.

화소로 구성된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미지 끝으로부터 물체 끝까지 순차적으로 배열된

(A) 음의 파워를 갖는 제1렌즈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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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의 파워를 갖는 제2렌즈 유닛; 및

(C) 선택적 시야 렌즈 유닛을 포함하며,

여기서,

(i) 투사 렌즈는 적어도 20°의 이미지 축으로 관측 시야의 반을 갖고;

(ii) 전체 시야에서의 투사 렌즈의 가로색 흐림이 460 ㎚에서 620 ㎚의 범위의 파장에 대해 하나의 화소보다 작으며;

(iii) 투사 렌즈의 왜곡이 1.5% 보다 작고;

(iv) 투사 렌즈는 물체의 텔레센트릭 축에 있으며;

(v) 투사 렌즈는 줌 렌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EFL/f 0 > 0.7 이고, 여기서 f 0 와 BFL은 각각 제1렌즈 유닛과 제2렌즈 유닛 복합체의 초점 길이와 
후방 초점 길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투사 렌즈는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개를 갖으며, 제1렌즈 유닛은 상기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개의 이미지측에 있고, 제2렌즈 유닛은 상기 구경 조리개 또는 슈도-구경 조리개의 물체측에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제1렌즈 유닛은 비구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제2렌즈 유닛은 비구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청구항 30.

물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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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상기 물체로 이루어진 화소 패널; 및

(c) 제25항의 투사 렌즈를 포함하되, 상기 광원의 이미지는 조명 시스템의 출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시스
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투사 렌즈는 실질적으로 조명 시스템의 출력 위치에 대응하는 입사동공의 위치를 갖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투사 렌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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