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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투사형 표시장치 및 이에 사용되는 광변조 소자 어레이

요약

본 발명은 투사형 표시장치 및 이에 이용하는 광변조소자 어레이에 관한 것으로서, 대략 타원면의 일부를 
오목면 반사면으로 하는 타원 집광 미러, 상기 타원면의 제1 초점 근방에 배치된 광원, 상기 타원면의 제
2 초점 근방에 초점을 가진 코리메타 렌즈, 이 코리메타 렌즈측에 렌즈 어레이를 가지며, 면적(S)을 가지
는 광변조소자를 2차원적으로 배치한 광변조소자 어레이 및 투사 렌즈를 구비하는 투사형 표시장치에 있
어서, 상기 광원의 발광부의 길이를 L, 타원 집광 미러의 타원의 짧은 직경과 긴 직경의 비의 제곱을 μ, 
코리메타 렌즈의 초점 거리를 f, 렌즈어레이와 변조소자의 개구부까지의 거리를 m, 렌즈 어레이와 변조소
자사이의 굴절율을 n으로 할때, 하기식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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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투사형 표시장치 및 이에 사용되는 광변조 소자 어레이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3판식의 투사형 표시장치의 개략을 나타낸 도면.

제2도는 액정패널면에 있어서 광원광의 집광각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제3a~3c 도는 본 발명의 투사형 표시장치의 광원광학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4도는 본 발명의 투사형 표시장치의 광원광학계에 있어서 타원집광미러의 타원율과 Q1/L과의 관계를 나

타낸 그래프.

제5도는 본 발명의 투사형 표시장치에 있어서 광선방향을 수정하는 광학소자를 구비하는 광원 광학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의 투사형 표시장치에 있어서 화소구조 및 스트라이프배열을 나타낸 도면. 

제7도는 본 발명의 투사형 표시장치에 있어서 타원 집광미러에 구면형상 집광미러를 부가한 광원 광학계
를 나타낸 도면. 

제8도는 본 발명의 투사형 표시장치에 있어서 편광변환 광학계를 부가한 광학계를 나타낸 도면.

제9도는 본 발명의 투사형 표시장치에 있어서 방향분광수단과 분광결합수단을 부가한 광학계를 나타낸 도
면.

제10도는 제 9도에 있어서 방향분광수단을 설명하는 도면.

제11도는 제9도에 있어서 분광결합수단을 설명하는 도면.

제12a~12c도는 본 발명의 투사형 표시장치에 있어서 화소배열과 분광결합수단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면.

제13도는 제9도에 나타낸 광학계에서 사용한 조리개의 형상을 나타낸 도면.

제14도는 분광결합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각도분포를 설명하는 도면.

제15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3판식의 투사형 표시장치의 개략을 나타낸 도면.

제16도는 제15도에 나타낸 표시장치의 액정패널의 일부를 나타낸 평면도.

제17도는 제16도의 라인 17-17을 따라 취한 평면도.

제18도는 투영된 표시화상의 조도 측정점을 나타낸 도면.

제19도는 대향기판의 두께와 실효 개구율을 나타낸 그래프.

제20도는 피크광다발의 집광각 의존성을 나타낸 그래프.

제21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단판식의 투사형 표시장치의 개략을 나타낸 도면.

제22도는 실효 개구율의 집광각 의존성을 나타낸 그래프.

제23a~23c도는 실효 개구율의 F값 의존성을 나타낸 그래프.

제24도는 광원방향을 수정하는 그레이팅(grating)렌즈의 단면도.

35-2

1019950039270



제25a, 25b 도는 그레이팅 렌즈의 원리를 설명하는 도면. 

제26a~26d도는 그레이팅 렌즈의 위치변화에  대한 조도분포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제27도는 본 발명의 제2변형예에 있어서 액정패널로의 입사광의 방향을 설명하는 도면, 및

제28a, 28b 도는 투사렌즈 입사부에 삽입되는 칼라필터의 분광특성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마이크로렌즈                                   1a : 렌즈어레이

2 : 광변조소자                                      3 : 광학매체

4 : 광원                                                5 : 집광미러(타원형상 집광미러)

6, 141 : 콜리메이터렌즈                        7 : 집광미러(원형상 집광미러)

8, 201R, G, B : 액정패널                       9 : 필드렌즈

10, 161 : 원추렌즈                               11a, b, c : 다이크로익미러 

100 : 투사형 액정표시장치                    103, 202, 204 : 그레이팅렌즈 

111 : 광원                                           121 : 투사경

131 : 콜드미러                                     151 : 조리개수단

203 : 편광판(어레이기판)                     205 : 편광판(대향기판)

210 : 유리기판(어레이기판)                  211 : 어레이기판

221 : 신호선                                         231 : 주사선 

241 : 박막트랜지스터(TFT)                  243 : 게이트 절연막

245, 248 : 비정질 실리콘박막                246 : 반도체 보호막

247 : 드레인전극                                   249 : 소스전극

250 : n+형 비정질 실리콘박막                251 : 화소전극

253 : 보조용량선                                   255 : 보호막

291 : 배향막(어레이기판)                      302 : 왼쪽 원

304 : 오른쪽 원                                     310 : 유리기판(대향기판)

311 : 대향기판                                      313 : 차광층

317 : 보호막                                         319 : 대향전극

321 : 마이크로렌즈 어레이기판               323 : 집광렌즈

391 : 배향막(대향기판)                          401 : TN형 액정

410 : 접착층                                          411 : 제1 다이크로익미러 

413 : 제2 전반사미러                              415 : 제1 필드렌즈

417 : 제2 다이크로익미러                        419 : 제2 필드렌즈

423 : 제3  필드렌즈                                 425 : 제3 전반사미러 

427 : 제2 합성미러                                  721 : 조리개 제어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영상신호에 의거 화상표시를 실시하는 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화상을 반사형 또는 투광
형의 스크린상에 표시시키는 투사형 표시장치 및 이에 사용되는 광변조 소자 어레이에 관한 것이다.

현재 플라즈마 발광패널과 액정패널은 CRT 표시장치대신 소형이며 경량인 평면표시장치로서 주목되고 있
다. 이 평면표시장치는 표시동작에 있어서 스스로 광을 발산하는 자발형의 것과, 표시동작에 있어서 독립
된 광원으로부터 입사하는 광의 투과율을 제어하는 투과율 제어형의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들면 플
라즈마 발광패널은 자발광형에 속하고 액정패널은 투과율 제어형에 속한다. 특히 이 액정패널에 대표되는 
투과율 제어형의 표시장치는 차세대의 표시장치로서 생각되고 그 기술발전이 여러 실용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액정패널은 액정디바이스핸드북으로 소개되고 있는 트위스틱네마틱(TN)형으로 대표되고 있는 바
와같이 편광판을 사용해서 선편광된 광을 복굴절성 또는 선광성을 나타낸 액정층에 입사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이와같은 액정패널이 사용된 투사형 표시장치(901)는 예를들면 제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적색(R), 녹색
(G), 청색(B)의 각 색에 대응하는 액정패널(911-R, 911-G, 911-B)과 이 액정패널(911-R, 911-G, 911-B)에 
광을 조사하는 광원(921) 및 광원(921)로부터의 광원광을 평행광으로 하는 방물선형 집광미러(931)을 구
비한 광원 광학계와, 각 액정패널(911-R, 911-G, 911-B)로부터 선택적으로 투과되는 투과광을 스트린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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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하는 투사렌즈(941)를 구비한 투사광학계로 구성되어 있다.

투사형 표시장치의 경우는 밝기의 개선이 중요한 문제이고 이 관점에서 액정패널에 마이크로렌즈어레이를 
배치해서 실효 개구율을 개선하거나 액정층에 편광판이 필요없는 고분자 분산형 액정을 사용하는 등의 시
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상기한 투사형 표시장치(901)에 있어서는 광원광을 방물선형 집광미러를 사용해서 평행광화하고 
액정패널에 입사시키고 있지만 이 경우 광원의 전극부 등이 그림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액정패널로 입
사되는 광의 각도분포가 크게 되고, 또는 제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평행성분이 빠져 버린다. 이 때문에 
액정 패널의 광입사축측에 마이크로렌즈를 배열해서 실효 개구율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밝기의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 표시 화소면내에서의 휘도 얼룩이 충분히 저감되고 
고품위의 표시화상이 얻어지는 투사형 표시장치 및 이에 사용되는 광변조 소자 어레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주로 광의 복굴절성 또는 선광성을 사용해서 광의 투과율을 제어하는 광변조수단 ; 상
기 광변조수단에 광원으로부터의 광원광을 유도하는 광원광학계 ; 및  상기 광변조수단에 의해 변조된 변
조광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투사광학계를 구비하는 투사형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원광학계는 광원과, 
이 광원으로부터의 집광각을 제어하는 광원광 제어수단을 구비하고, 이 광원광 제어수단은 광원으로부터
의 광원광을 집광하는 수단과, 상기 광원광이 집광되는 위치의 근방에 배치되는 조리개수단과, 코리메터
렌즈를 포함하는 투사형 표시장치가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대략 타원면의 일부를 오목면 반사면으로 하는 타원집광미러; 상기 타원면의 제1 
초점근방에 배치된 광원; 상기 타원면의 제2 초점근방에 초점을 가진 코리메터렌즈 ; 이 코리메터렌즈측
에 렌즈어레이를 가지고 면적 S를 가지는 광변조소자를 2차원적으로 배치한 광변조 소자 어레이 ; 및 투
사렌즈를 구비하는 투사형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원의 발광부의 길이를 L, 타원 집광미러의 타원의 
짧은 직경과 긴 직경의 비의 제곱을 μ, 코리메터렌즈의 초점거리를 f, 렌즈어레이와 변조소자의 개구부
까지의 거리를 m, 렌즈어레이와 변조소자간의 굴절율 n으로 할때, 하기식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가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대략 타원면이 일부를 오목면 반사면으로 하는 타원 집광미러; 상기 타원집광밀러
의 타원면의 제1 초점근방에 배치된 길이 L의 발광부를 가지는 광원; 상기 타원면의 제2 초점근방에 초점
을 가지고 초점거리가 f인 코리메터렌즈; 코리메터렌즈측에 렌즈어레이를 가지는 광변조소자를 2차원적으
로 배치한 광변조 소자 어레이 ; 및 투사렌즈 ; 를 구비한 투사형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광변조 소자 어레
이에 있어서 상기 렌즈 어레이와 변조소자의 개구부까지의 거리를 m, 렌즈어레이와 변조소자간의 굴절율 
n으로 하고 변조소자의 면적 S로 할때, 하기식을 만족하는 투사형 표시장치에 사용하는 광변조 소자 어레
이가 제공된다.

종래의 투사형 표시장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액정패널에 입사하는 광선의 평행광 성분이 누락
되고 집광각의 큰 광이 입사한다. 즉 어느 유한의 발광길이를 가진 광원을 방물선형 집광미러에 대해 수
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제2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광원의 인출 전극부 등이 그림자가 되고 액정패널에 
대한 수직입사성분이 누락된다. 더욱이 종래의 투사형 표시장치에 사용되고 있는 광원은 색얼룩 및 휘도
얼룩 저감을 위해서 석영 유리관 구표면에 프로스팅(frosting)처리라  칭하는 넓은 확산처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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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집광각의 큰 성분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입사광학계는 통상의 마이크로렌즈를 갖지않고 입사광을 단지 광변조하는 액정과 같은 
변조소자에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문제는 없지만 액정패널 입사측에 마이크로렌즈어레이를 배치하고 액정
패널의 차광영역에 의한 투과율 손실을 저하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보다 평행한 광을 액정패널에 입사시키
는 것이 실효적인 광투과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본 발명의 투사형 표시장치에 있어서는 제 3a, 3b, 3c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마이크로렌즈(1)로 
이루어지는 광원광 집광수단을 가지는 광변조소자(2)의 마이크로렌즈어레이(1)로 이루어지는 광원광 집광
수단을 가진는 광변조소자(2)의 마이크로렌즈어레이(1)와 변조영역 규정영역간의 광학매체(3)의 굴절율 n
과, 변조소자 면적 S에 대해 광원(4)의 발광길이 L, 타원형상 집광미러(5)의 형상 파라메터(긴 직경, 짧
은 직경), 및 콜리메이터렌즈(6)의 집광거리를 최적화함으로써 마이크로렌즈(1)에 의한 실효개구율의 개
선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은 투사형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광원이 점광원이 아닌 이상 광다발이 소정의 각도분포를 가진 것이 
중요하다. 본 발명에 의하면 타원형상 집광미러(5)의 제1 초점근방에 광원(4)를 배치하고 제2 초점근방에 
광원광을 집광하고 코리메터렌즈(6)를 통해 대략 평행한 광을 광변조소자(2)에 유도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투사형 표시장치의 중요한 아이템인 고휘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렌즈(1)의 실효개구율 개선효
과만을 고려해서 입사하는 광의 평행도를 높이는, 즉 집광각을 작게하기 위해서 예를들면 타원 집광미러
(5)의 제2 초점위치 근방에 조리개 수단을 배치하거나 코리메터렌즈(6)의 초점거리를 길게 한 경우는 광
변조 소자(2)에 입사하는 총광다발을 저하시키게 되고 고휘도화를 바로 달성할 수 없다.

즉, 마이크로렌즈(1)를 가지는 광변조소자(2)의 파라메터사이즈에 의해 광원 광학계의 파라메터사이즈의 
최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발명의 광학 구성에서의 액정패널면에서의 입사광의 집광각 분
포는 제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종래의 방물선형 미러와 프로스팅처리 광원을 사용한 것에 비해 저집광각 
성분이 누락되지 않고 또는 고집광각 성분도 저감되는 한편 광다발을 저하시키지 않고 마이크로렌즈에 의
한 실효개구율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여기서 본 발명의 광학계와 광변조소자의 개요를 설명한다.

타원은 2개의 초점을 가지고 이 형상을 가진 집광미러(5)는 제1 초점위치에 놓여진 광원(4)의 광을 다른
쪽의 제2 초점의 위치에 집광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타원 미러(5)의 제1 초점근방에 프로스팅처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광원(4)을 배치하고 다른쪽의 
제2 초점근방에 광원의 상을 만들 때 그 상의 크기는 이하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광원으로서는 프로스
팅처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 프로스팅처리에 의해 발광점이 확대되고 있지 않다는 관점에서 바람직
하다.

즉, 광원을 제3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타원미러(5)의 제1 초점에 놓였을때 타원의 다른쪽의 제2 초점위
치에 생기는 광원상의 직경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광원의 아크 또는 필라멘트의 길이방향을 타원의 광
축에 평행하게 한다.

제3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타원미러(5)의 긴 축을 2A, 짧은 축을 2B로 하면 타원의 방정식은 하기식(1)
에 의해 표시된다.

여기서 광원(4)으로부터의 광다발이 타원미러(5)에 조사하고 있는 광의 강도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되며, 
타원의 광축에 대해 수직의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광원(4)이 있는 초점에서 수직인 광이 타원미러(5)에 
조사되는 위치까지의 거리 h는 하기식(2)에 의해 나타난다. 

또한 초점간의 거리 W는 하기식(3)에 의해 나타낸다. 

그리고 미러(5)로부터 반사한 상은 거리에 비례해서 크게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광원(4)의 길이 L은 제
2 초점의 위치에서는 다음의 크기로 확대된다.

또한 이때 제3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2 초점의 위치에 비스듬히 광이 입사하기 때문에 광축에 수직인 
방향에서는 직경 Q1, 조사각 θ1에 대해 1/cosθ1배가 된다. 

이상의 고찰에 의해 타원 미러(5)의 타원의 제2 초점위치에서 생기는 상의 직경 Q1은 하기식(5)에 의해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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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식은 광원(4)의 발광특성을 큰폭으로 간략화해서 구하고 있지만 몇개의 광원, 미러를 사용해서 실

험한 결과 제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되었다. 제4 도에서는 횡축에 를 취하고 종축에 광원
상 직경과 전극간 거리의 비(Q1/L)를 취하고 있다. 

하기식(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계수, 계수 α를 이용하여 구하면 α=1의 상기식(5)에서 다소 벗어난다. 
이것은 실제의 광원의 발광이 아크에 수직인 방향에서도 폭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실험결과
에 의해 실제의 상의 직경 Q1은, 하기식(6)이 되고 α의 값은 1~1.2정도이다. 

또한 광원이 길이방향을 수평으로 해서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의 상의 직경 Q1은  하기식(7)에 의해 

나타낸다. 

또한 광원상 Q1의 위치에 광학소자를 삽입해서 광원상으로부터 발산하는 광선의 방향을 제어하고 코리메터

렌즈의 초점거리를 연장하거나 표시얼룩의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와같은 광선방향을 수정하
는 광학소자로서의 블록형상 또는 오목형상의 원추형 렌즈나 1장 또는 복수장의 그레이팅렌즈를 삽입하면 
좋다. 

또한 이들의 광학소자의 위치를 제어함으로써 변조소자 어레이에 입사하는 광의 조도얼룩을 제어할 수 있
고  나아가서는 투사시의 휘도얼룩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이 광선방향을 수정하는 광학소자는 타원 
집광미러에 대해 광원을 수직으로 배치한 경우에 발생하는 액정패널면에서의 광원전극부 등에 의한 영향
으로 발생하는 조도얼룩을 저감하기 위해서도 유효하다.

이 경우는 기하광학적 광학량의 보존 관계로부터 콜리메이터렌즈측에서 본 광원상의 크기는 광학소자의 
특성에 의해 등가적으로 증감한다. 즉, 광원상에 있어서 기하광학적인 확장(geometic extent)의 보존에 
의해 광학상에서 출사하는 광선의 각도의 최대 확장각 θmax1, 광학소자에 의해 θmax2 로 변환하면 각도가 

변화한 만큼만 발광면적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제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광학소자가 없는 경우의 광원상으로부터의 광의 발산각을 θmax1, 광학소자

로부터의 출사광의 발산각을 θmax2 로 하고, 광원상으로부터의 광의 발산각 θ를 θ1, 광학소자가 광선의 

방향을 수정하는 각도를 로 하면, 광학소자로부터의 출사광의 발산각을  θ2로 할 때, 제 2 초점위
치의 직경 2 는 하기식(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광원상으로부터의 발산광에 대해 콜리메이터렌즈를 배치함으로써 광선을 대략 평행하
게 할 수 있다. 즉 제 3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시 패널측에서 본 광원상 근방에 초점을 가진 렌즈(6)
를 배치함으로써 평행한 광선을 표시패널에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이 광선은 평행이라고는 
해도 광원상의 크기에 대응한 각도 분포를 가진다. 이 각도 분포는 광원상의 크기 Q 및 콜리메이터렌즈
(6)의 초점거리 f로부터 하기식(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된다.

그리고 TN액정패널 등의 광변조 소자 어레이의 광입사측에 렌즈어레이(1a)를 배치한 경우 렌즈어레이(1
a)중의 개개의 마이크로렌즈에 의해 광원상이 결상한다.

광변조 소자(2)는 투과하는 광강도를 생각할 경우 특히 중요한 것은 변조소자(2)가 배치된 면상에 있어서 
광강도 분포이다. 즉, 변조소자(2)가 배치된 면과의 예를들면 통상의  TN액정패널이면 2장의 유리기판 사
이이고 이 면에 있어서 광투과면적이 특히 중요하다.

제3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면상에 있어서 광의 분포는 입사광의 각도 θ에 대해 하기식(10)에 의해 
나타낸다.

단, θn은 렌즈어레이(1a)와 변조소자(2)와의 사이에 있는 광학매체(3)의 굴절율 n에 의해 입사광선의 각

도분포 θ가 굴절해서 생긴 각도분포이고 하기식(11)에 의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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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마이크로렌즈를 통과한 광과 변조소자 어레이중의 하나의 변조소자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하 변조소자의 하나를 화소(畵素)라 부른다.  액정패널 등의 변조소자 어레이의 화소는 제3c도에 나타
낸 바와 같이 광을 투과하는 폭이 화소가 구성하는 폭보다 좁고, 더욱 바람직한 것은 개구부의 폭보다 좁
은 것이 바람직하다. 즉 광을 투과가능한 면적이 화소 하나당 면적분율보다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광을 투과하는 면적의 부분에 입사하는 광의 강도를 광을 투과하지 않는 면적의 부분보다 강하
게 함으로써 투과광 강도를 크게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기식(10)의 폭 WP가 화소가 배치되고 있는 

간격 P이하일 필요가 있다. 즉

이다.

그리고 이 조건을 보다 상세하게 고찰한다.  상기한 Wp의 배치간격은 화소 배열의 형식이나 방향에 따라 

다르다.  예를들면 제6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액정 패널 등으로 대표적인 격자배열(스트라이프 배열)에 
대해 설명하면 종방향에서 간격은 Wy, 횡방향에서는 Wx, 대각선 방향에서는 Wt이다.  화소에 입사하는 광

선의 각도분포가 마이크로렌즈의 광축에 대해 대칭으로 또는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 화소의 입사면
에는 원형의 광이 입사한다.

이 때 이 원내의 입사광의 조도가 마이크로렌즈가 없는 균일한 조도분포일 때보다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화소의 면적보다 하기식(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의 면적이 작은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화소를 다른 배치로 한 경우나, 입사광의 각도분포가 비대칭으로 치운친 경우에도 각도분포에 
의해 만들어진 면적을 Sangle , 1화소의 면적을 Spixel으로 하면 하기식(14)이 성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Sangle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Sangle가 작다고 하는 것

은 즉 입사광의 각도분포폭 θ, 또는 마이크로렌즈와 화소의 간격 m이 작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θ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광원의 발광부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콜리메이터 렌즈의 수차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발광부가 작은 광원은 일반적으로 발광효율이나 수명이 악화하는 일이 많고 작게 함으로써 특성이 
악화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콜리메이터 렌즈의 수차에 대해서도 저수차의 렌즈는 일반적으로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마이크로 렌즈와 화소의 간격에 대해서도 이것을 짧게 하는 것은 마이크로 렌즈의 NA를 작게 
할 필요가 있고 화소로부터의 출사광의 각도를 크게 하고 투사 광학계의 설계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
이 된다.  즉 Sangle는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큰 쪽이 좋다.

그래서, Sangle과 화소의 개구부의 면적 SA를 고려하면 Sangle가 SA  보다 작게되고 변조소자로의 입사광을 모

두 개구부에 모아 투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면 그 이상 Sangle을 작게 할 필요는 없게 된다.

실제로는 개구부의 형상과 입사광에 의해 화소상에서 발생하는 상의 형상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광선을 개구부에 입사시키기 위해서는 상의 폭WP가 개구부의 최소폭  Amin을 밑돌면 좋다.  즉 예를들

면 입사광의 분포가 광축에 대해 균일하게 일정한 각도분포 θ로 입사하고 있고 화소상에 직경 WP의 원형

상의 입사광 분포가 되어 있고 또한 개구부에 제6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장방형을 하고 있던 경우 하기식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 짧은 변 AX 가 WP와 동일하게 되어 있고

또한 입사광의 분포와 개구부가 완전히 위치가 겹쳐져 있으면 정확히 모든 광을 투과할 수 있다.  또한 
역으로 이 이상 Wp 를 작게해도 투과하는 광은 증가하며 역으로 상기한 바와 같은 단점을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는 입사광의 분포가 개구부와의 위치맞춤 여유를 고래해서 AX보다 WP를 어느 정도 작게하는 것이 필

요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WP의 최소값으로서는 AX 보다 약간 작게 설정해야 한다.

실제의 맞춤여유로서는 액정패널의 조립공정에 있어서 맞춤 정밀도가 참고가 된다.  액정패널의 경우 맞
춤 정밀도는 ±2∼±5㎛정도이다.  게가다 동일한 정밀도로 마이크로렌즈를 형성했다고 하면 ±4∼±10㎛
의 오차가 발생한다.  즉 8∼20㎛의 오차가 발생한다.  즉 8∼20㎛의 맞춤 여유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
을 고려하면 WP=AX-(8∼20)(㎛)이면 좋다.

즉 제6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장방형의 화소에 장방형의 개구부를 고려할 경우 짧은 개구변의 길이를 Am 

으로 하면 하기식 (16)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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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기 위해서 화소와 동일한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 즉  보다 Wp 를 
작게 하도록 타원형상 집광미러의 긴 직경 A, 짧은 직경 B의 파라메터, 광원의 발광길이 L, 콜리메이터렌
즈의 초점거리 f, 마이크로렌즈와 화소와의 사이의 굴절율 n, 마이크로렌즈와 화소간의 거리 m을 설정함
으로써 고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7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타원형상 집광미러(5)에서 반사되지 않고 제2초점에 집광되지 않는 
광성분을 유효하게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타원형상 집광미러(5)와 대치하는 형태로 타원형상의 집광미러
(7)를 배치하고 그 반사광을 광원중심으로 되돌림으로써 광원광을 더욱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구성은 액정패널(8)면에서의 조도얼룩을 저감하기 위해서나 실효 발광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서 타원형
상 집광미러(5)에 대해 광원전극간을 수평방향이 되도록 배치한 경우에 광원(4)로부터의 액정패널측에서 
발광되는 광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없을때에 상기 원형상 집광미러(7)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유효하다.

타원형상 집광미러(5)에 대해 광원전극이 수직으로 배치되는 구성에 있어서도 고휘도에 유효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본 발명과 같이 타원형상 집광미러(5)에서 제2초점에 광원광을 집광하는 구성에서는 
대치하는 원형상 집광미러(7)의 개구부를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향상이 증대한다는 효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제7도에 있어서 참조숫자 9는 필드렌즈, 10은 원추렌즈를 나타낸다.

또한 광원(4)의 전극간이 긴 광원을 사용하는 경우나 프로스팅처리를 실시한 광원(4)을 사용하는 경우는 
액정패널로의 입사광의 집광각의 각도분포가 넓어지기 때문에 후에 설명하는 제9도에 나타낸 표시장치에 
탑재한 바와 같이 타원형상의 집광미러(5)의 제2초점근방에 조리개 제어수단을 배치함으로써 고집광각 성
분을 제거해서 평행도 높이면 좋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이크로렌즈의 실효 개구율의 충분한 개선효과를 얻
을 수 있다.

또한 제2초점근방에 배치한 조리개 제어수단에 의해 액정패널로 입사하는 광의집광각분포를 자유롭게 제
어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액정패널로 입사하는 조도얼룩도 제어할 수있다.  조리개직경을 작게 하면 집광각
을 작게 할 수 있고 액정패널로 입사하는 조도얼룩도 작게 할 수 다.  단, 조리개 직경을 작게 함으로써 
마이크로렌즈의 실효 개구율 저감효과를 크게 할 수 있지만 총광다발은 저감되기 때문에 투사시의 스크린 
조도는 저하해 버린다.

따라서 투사형 표시장치의 사용조명 환경에 맞춰  조리개 직경을 제어하고 예를 들면 어두운 방에서 사용
할 경우는 투사조도보다 조도얼룩을 저감하도록 조리개 직경을 작게 하고, 밝은 방에서 보는 경우는 조도
얼룩보다 투사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리개 직경을 크게 하는 사용방법이 가능하다.

또한 조리개 제어수단은 방의 밝기뿐만 아니라. 영상의 휘도신호에 맞춰 제어해도 좋다는 것은 말할 필요
도 없다.  또한 리어(ria)형의 투사형 표시장치를 복수대로 나란히 하여 큰 화면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투사형 표시장치간의 주변영역의 조도저하가 크면 문제이기 때문에 조도얼룩을 작게하도록 조리개 
직경을 작게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좋다.

그러나 밝은 투사형 장치를 달성한다는 관점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광원광의 평행도를 좋게 
하면 총광다발이 저하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광원광의 총광다발과 마이크로렌즈의 개선효과의 상
승작용을 이용해서 최적한 평행도의 광다발을 표시패널에 입사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 조리개 수단을 사
용할 경우의 평균직경D(m)도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광원제어수단을 구성하는 코리메터렌즈(6)의 절점과 

조리개의 중심과의 거리 L(m)로 하고, 또한 상기 화소의 면적 S(m
2
)로 하고, 상기 마이크로렌즈의 절점과 

상기 화소개구의 거리 m(m)으로 하고, 상기 마이크로렌즈와 상기 개구와의 사이에 있는 매체의 굴절율 n 
에대해 하기식 (17)의 관계를 만족하도록 설정함으로써 마이크로렌즈에 의한 밝기 개선의 최적화를 도모
할 수 있다.

또한 제8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광원과 상기 조리개 수단과의 사이에 상기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광
을 상호 직교하는 P파와 S파의 2편광파로 분기하는 수단과, 상기 2편광파의 한쪽의 편광파면을 다른쪽의 
편광파면에 일치시키는 수단과, 상기 조리개 수단에 집광시키는 수단을 구비함으로써 표시패널에 입사하
는 광강도를 증대시킬 수 있고 밝은 투사형 표시장치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구성을 사용함으로써 편광변환소자를 광원과 표시패널간에서만 배치하는 통상의 편광변환광
학에서는 표시패널로의 입사광의 각도분포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렌즈를 탑재한 표시패널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과 동시에 조리개수단 또는 광선방향을 수정하는 광학소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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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휘도얼룩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제9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광원광학계에 색분리수단과 각 색광을 표시패널에 대해 각각 원하는 
각도로 입사시키는 수단과 상기 각 색광을 각 색화소에 결상시키는 수단을 설치함으로써 칼라필터를 가지
지 않는 표시패널 1장을 사용해서 칼라화상을 투사할 수 있다.  따라서 칼라필터의 내광성이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칼라필터에 의한 광손실도 없기 때문에 밝기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색분리수단과 액정패널에 소망하는 각도로 입사시키는 방향분광수단으로 다이
크로익 미러를 3장 겹친 것을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 제10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물론, 다이크로익 미
러는 프리즘으로도 대체가능하다.  제10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콜리메이터 렌즈(6)로 평행광화된 백색
광을, 예를 들면 각각 청색만, 녹색만 또는 적색만을 반사하는 다이크로익 미러(11a, 11b, 11c)를 이용하
여 각각의 미러(11a, 11b, 11c)를 배치하는 각도를 제어하는 것으로, 액정패널에 입사하는 각 색의 광의 
각도제어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폭 Dw의 백색광이 입사하고, 대략 θ=45도의 각도로 경사지게 배치된 3장의 미러로 반사하고, 

대략  90도  각도를  바꾸어  액정패널에  입사한다.   액정패널에  대해서  녹색의  광이  거의  수직으로 
입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청색과 적색의 광은 각각 정·부의 각도 2△θ만큼 다른 각도에서 입사하고 있
지만, 그 광은 액정패널의 위치에서는 동일 범위에 입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3장의 미러의 각도는 제10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각각 △θ만큼 기울고, 또한 그 중심
위치, 즉 입사광다발의 중심과 미러가 교차하는 점을 입사광다발의 방향에서부터 각각 하기식(18), (19)
에서 나타내는 d1 및 d2 만큼 옮길 필요가 있다.

Lm은 제10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입사광다발의 중심과 표시패널과의 거리이다.

θ가 45도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로 광다발을 일치시키는 조건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3개
의 광선이 표시패널에 입사하기까지의 거리가 다르지만, 통상은 입사광다발이 약간 비평행성분이기 때문
에 거리에 의해 광다발의 강도분포가 변화하므로 각 색의 광로길이를 맞추는 일도 표시얼룩의 저감의 관
점에서는 중요하다.  각 색의 광다발의 거리차를 작게 하는 것을 우선하고 싶은 경우는 상기 식보다도 d1, 

d2를 작게 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형성한 각도의 다른 각 색의 광다발을 액정패널이 소망하는 화소로 이끄는 결상광학계로 마
이크로 렌즈를 이용하여 표시를 실시한다.  즉, 액정패널의 입사측에 이웃하는 복수의 화소를 화소 그룹
(예를 들면 적, 녹, 청)이라고 부르면, 이 화소 그룹마다에 마이크로 렌즈를 배치하는 것으로, 이 단위화
소 그룹내에 있어서 파장에 의존하여 입사하는 광다발의 각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그 다른 각각의 화소
에 입사하는 색에 대응한 영상신호에 의해 구동하면 칼라 표시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 분광결상 광학계와 화소 그룹과의 관계를 이하에 나타낸다.

화소 그룹은 적색(R), 녹색(G), 청색(B)의 3색에 대응하는 3화소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경우, 화소 그룹
마다의 결상광학계는 대략 화소 그룹 크기의 렌즈를 이용할 수 있다.  R의 화소 개구부에는 R에 상당하는 
파장의 광이, G의 화소 개구부에는 G 파장의 광이, B의 화소 개구부에는 B의 광이 입사한다.

이 경우, 결상광학계인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와 대향기판과 차광층과 마이크로 렌즈를 접착하기 위한 접
착층과 화소 개구부의 관계는 제11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된다.

제11도에서는 G광이 표시 패널에 거의 수직으로 입사하고, B광 및 R광이 각각 G광에 대해서 θR 및 θB 의 

각도에서 입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각도 θR 및 θB를 갖는 입사면내에 있어서의 마이크로 렌즈의 

사이즈 Plens와 화소의 사이즈 Ppixel는 하기식(2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또한, 마이크로 렌즈와 차광층과의 사이에 있는 대향기판이나 접착층 등의 각종 재료의 두께 및 굴절율을 
각각 Di, ni로 하면, 화소 그룹내 두개의 화소 개구부의 중심간의 거리를 △A, 또한 그 두개의 화소 각각

에 입사하는 광의 대기중에 있어서의 각도차를 θ0(θ0=θr=-θb,θg=0)로 할 때, 하기식 (21)에 나타내는 

관계를 만족할 때에 R, G, B의 광이 각각의 화소의 개구부에 입사한다.

실제로는 광원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의 색 광에도 각도 분포가 존재한다.  이것이 방향분광수단이 만드
는 각 색마다의 각도분포보다도 충분히 작지 않은 경우에는 이웃하는 화소에 입사해야할 광이 입사하여 
색이 섞이고, 방향분광수단에 의해 분해한 색에 대해서 색 재현성이 악화한다.

예를 들면 R, G, B의 3색이 나뉘는 경우 각각의 입사광의 각도 분포의 크기는 입사광의 차광막부로 이루
어진 상의 폭에 대응한다.  입사광의 각도분포폭 θw은 R, G, B의 각색이 겹치지 않고 독립된 R, G, B를 

얻기 위해서는 하기식(22)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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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다 엄밀하게는 차광부의 폭(a)과, 개구부의 폭(b)을 생각하면 화소 개구부의 거리 

에 대응한다고 하면, 하기식(23)이 성립한다.

θw은 타원형상 집광 미러의 제2초점 위치근방에 조리개를 설치하거나 또는 발광길이가 충분하게 짧은 광

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와 같이 불필요한 각도범위의 광을 제거할 수 있다.  
물론 θw은 보다 작은 쪽이 개구부에 효율좋게 광이 입사하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단, 

그 때문에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광원광 제어수단내에서 크게 손실한 상태이면, 전체의 효율이 오히려 나
빠지기 때문에 표시장치 전체에서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향분광수단이 만드는 각도분포가 일평면내에 있는 경우에는 3개의 화소는 일렬로 나란하게 된다.  제
12b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일렬로 화소가 나란하게 되는 경우는 한 방향으로 굴절력을 갖는 원통면 렌
즈를 이용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방향으로도 굴절력을 겸비하는 렌즈를 이용하는 편이 좋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예를 들면 전체방향으로 굴절력을 갖도록 볼록 렌즈를 이용하면 좋다.

원통렌즈를 사용하는 경우는 화소 그룹내에서 일렬로 나란하게 되는 화소 방향으로 굴절력을 갖는 방향이 
맞도록 렌즈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12c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한 방향에 이웃한 3화소마다 R, G, B의 화소가 나란하게 되고, 수직
방향으로도 3화소마다 R, G, B의 화소가 나란하게 되는 모자이크형의 경우에는 3색의 화소 위치기 3색이 
늘어선 것과 수직방향에서는 다르고, 결상광학계를 배치해야 할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렌즈를 서로 
다르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12a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트라이앵글형의 배치를 갖는 화소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는 렌즈의 중심점(광축)에 대해서 회전대칭인, 예를 들면 구면볼록렌즈형상의 렌즈를 화소 그룹의 3
개의 화소 개구부의 거의 중앙에 렌즈의 중심이 겹치도록 배치하면 좋다.  그리고, 입사광다발로서, 렌즈
의 중심축과 각각의 화소 개구의 중심과의 거리에서부터 상기식을 이용하여 역산되는 입사각도의 3색광을 
입사하면 좋다.

이 3색의 입사광의 각도차는 동일평면내에 존재하지만, 방향분광소자로서, 예를 들면 상기 다이크로익 미
러를 이용하여 3색 반사광이 3방향으로 어긋나는 상태를 만들면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전체 방향으로 굴절력을 갖는 결상광학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화소 배치의 가로세로의 

피치 P=P x  및 P=Py에 대해서 하기식(24)을 만족하는 각도 를 생각하면, 각각의 방향으로 하기식

(25)을 만족하는 각도분포의 광다발을 입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상과 같은 방향분광수단과 분광결상수단을 구비한 경우에도, 각 화소 그룹마다 형성한 분광결상
수단 끼리의 경계에 있어서 정상으로 결상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하면, 이 부분에 입사한 광이 의도하지 
않은 거동을 나타내고, 의도하지 않은 파장의 광이 화소에 입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광결상수단
끼리의 경계부가 불안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차광막을 형성하고 광의 투과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프로스팅 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광원과 타원형 집광 미러와 콜리메이터 렌즈로 이루어지는 
광원광학계를 이용하고, 또 제2초점 위치근방에 조리개 수단을 배치한 경우 조리개로부터 출사하는 광다
발이 정확히 조리개 형태의 광원이 되고, 이것이 입사광이 액정 패널에서 집광되었을 때의 위치 분포에 
상당한다.  이것에 대해서 콜리메이터 렌즈가 결상광학계에 상당하기 위해서 Ppixel을 조리개의 형상으로 

하면 이 광원에서부터 출사하는 광다발의 각도분포를 어림잡을 수 있다.  반대로 상기한 각도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조리개 형상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상광학계로서, 어느 특정 방향에만 굴절력을 갖는 경우, 즉 색결상광학계에 굴절력을 갖지 않는 방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향에서의 각도분포는 규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면 색결상광학계로서 원통면 
렌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굴절력을 갖는 방향에 대해서는 상기 식을 만족하는 조리개의 폭으로 하고, 그
것에 대해서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폭을 넓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타원형 또는 제13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장방형의 조리개를 이용하면 좋다.  또한 이와 같이 가로세로비가 1 : 1이 아닌 조리
개의 경우에는 조리개에 대해서 광을 효율좋게 집속하기 위해서 조리개의 장축 방향에 광원의 발광부의 
장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바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광원광학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각 
색의 목적으로 하는 파장분포에 대해서 칼라 필터를 화소에 부가하고, 이웃하는 것끼리 일어나는 혼색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방향분광수단이나 분광결상수단의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보조적
으로 화소에 칼라 필터를 형성하는 것으로 색의 분리를 도울 수 있다.

다음에 액정 패널로부터의 출사광을 투사하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한다.

투사광학계로는, 다른 각도로 화소로부터의 출사하는 광을 효율좋게 투사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입사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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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투사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액정패널에서 나오는 출사광다발의 각도분포는 광원에서 
발생하는 각 색 각각이 갖는 각도분포(θw), 방향분광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각도분포(θs), 분광결상수단

에 의해 발생하는 각도분포(θc)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광원에서 발생하는 각도분포(θw)와 분광결상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각도분포 (θs)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

이 이루어진다.  즉, 분광결상수단인 마이크로 렌즈 및 주목하는 화소 개구부(θc)에 대해서 이 양자를 투

과할 수 있는 입사광다발의 각도분포(θwa)도 상기와 동일하게 하기식(2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관계로 

이루어진다(제14도 참조).

이 투과가능한 입사각도(θwa)와 광원에서 입사하는 광선의 각도분포(θw)를 비교하여 보다 작은 쪽이 유

효한 입사각도분포(θcw)가 된다.

분광결상수단인 렌즈에 의해 발생하는 각도분포(θc)는 렌즈의 초점거리(f)를  대기중의 초점거리(fair)로 

변환한 경우, 초점거리(fair)와 렌즈의 입사구경(P)에 대해서 하기식(2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된다.

렌즈의 실제 초점거리(f)와 대기중의 초점거리(fair)와는 렌즈를 출사한 광이 초점까지 투과하는 N개의 모

체 두께(Di)와 굴절률(ni)(i=1, 2, …, N)에 대해서 하기식(28) 및 (29)로 나타내어진다.

단일 화소에 대한 출사광의 각도분포(θPX)는 하기식(30)으로 나타내어진다.

화소 그룹 전체로부터의 출사광의 각도분포는 상기 θPX에 방향분광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각도 θs가 더해

진다.  θs은 화소 그룹내의 색분리하는 화소끼리 중에서 모든 화소 개구부의 중심을 포함하는 최소의 원

의 직경 △Amax을 나타내는 하기식(31)에 의해 구해진다.

△Amax는 예를 들면 화소 그룹내의 화소가 직선상에 나란하게 있는 경우에는 화소 그룹내에서 가장 떨어진 

화소 간격으로, 예를 들면 화소 그룹이 정삼각형의 정점에 배치되어 3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삼각형의 1변 길이(T)에 대해서 △Amax=2T/3이다.

이상의 θs를 이용하면 최종적인 출사광다발의 분포폭(θout)은 하기식(32)에 의해 구해진다.

즉, 3개의 화소가 직선상에 나란하게 되는 경우 최대화소간 거리는 △A의 2배인 2△A이다.  또한, 이것은 
θ0의 2배인 2θ0에 상당한다.  따라서, 상기한θPX와 더하여 최종적인 출사광다발의 분포폭θout은 하기식

(33)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또한 삼각형 배치의 화소의 분광결상수단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화소 그룹내 각각의 화소가 직선상에 없지
만, 3개의 화소 개구부간의 최대거리 △Amax를 상기 식에 적용하여 θs를 구할 수 있다.

이상의 출사광의 각도분포의 광을 효율좋게 투사하기 위해서는 투사 렌즈의 집광각(θcol)을 상기한 출사

광의 각도분포(θout)보다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집광각(θcol)을 투사용 렌즈나 투영용 렌즈

의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F넘버를  사용하면  하기식(34)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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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액정패널의 출사광의 분포(θout)를 투사하기 위해서 투사렌즈의 F넘버는 하기식(35)를 만족할 필

요가 있다.

이하에,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관한 투사형 액정표시장치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15도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투사형 액정표시장치(100)는 3판식, 즉 적(R)용, 녹(G)용, 청(B)용 3장의 액정
패널(201-R, 201-G, 201-B)를 구비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 관한 투사형 액정표시장치의 광원광학계는 회전타원형의 반사경(121)과, 이 반사경(121)의 
제1초점 근방에 배치된 프로스팅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클리어 타입의 DC점등식의 250W 메탈할라이드 광원
(아크길이 3㎜)(111)과, 코르드 미러(131)와, 콜리메이터 렌즈(141)를 구비하고 있다.

광원(111)으로부터의 광원광은 타원형 반사경(121)에 의해 제2초점 근방에 한번 집광된 후 코르드 미러
(131)를 거쳐 콜리메이터 렌즈(141)에 의해 평행광으로 각 액정패널 201-R, 201-G, 201-B 로 유도된다.  
각 액정패널의 광입사측에는 광원광 집속수단인 마이크로 렌즈가 배치되어 있으며, 또한 액정패널의 출사
측에는 필드 렌즈와 투사 렌즈가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타원형상 집광미러의 파라미터로는 긴 직경 A=60㎜, 짧은 직경 B=44.72㎜의 것을 이용하고, 타원 
중심으로부터 제1초점 및 제2초점까지의 거리는 40㎜, 콜리메이터 렌즈의 초점거리는 147㎜라는 광학계의 
구성을 이용했다.

또한, 이 실시예에 관한 투사형 액정표시장치는, 광원(111)은 타원형 반사경(121)에 대한 위치 정밀도의 
간소화 등으로, 타원형 반사경(121)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원(111)의 전극 등의 영향으로 
인해 광원광의 중심부분의 광다발이 작아진다.  이 때문에 이 실시예에 관한 투사형 액정표시장치의 광원
광학계는 광원(111)과 조리개 수단(151)과의 사이에 조리개 수단(151)쪽에 볼록형상의 원추 렌즈(161)(정
상각 120°)가 배치되어 있다.

이 원추 렌즈(161)는 광원의 전극부 등에 의해 차광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광다발의 중심부분의 강도 
저하를 방지하는 광선방향을 수정하는 광학소자(안이 빈 보정소자)로서 작용한다.  또한, 볼록 원추 렌즈
(161)외에도, 발산되고 유효활용되지 않은 광다발을 중심부분으로 유도하는 것이면 오목형상의 송곳체 렌
즈여도 좋고, 또한 1장 내지 복수장의 그레이팅 렌즈로 구성한 것이나 디퓨저 등이어도 좋다.  원추렌즈
의 정점각은 100∼140도가 바람직하지만, 렌즈에 이용하는 유리재의 굴절율에 의해 최적화해도 좋다.

여기서 광원을 타원형 반사경에 대해서 수직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안이 빈 보정소자는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또한 제15도에는 부가적으로 부가하는 것으로 밝기 및 조도 얼룩을 제어할 수 있는 조리개 
제어수단과 스크린 조도 또는 주변조도의 검출수단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각 액정 패널(201-R,  201-G,  201-B)의 배치에 대해서 설명한다.  광원광학계로부터의 광원광은 
UV-IR 필터를 거쳐 제1다이크로익 미러(411)에 의해 녹색(G)광만이 반사되고, 이 녹색(G)광은 제2전반사 
미러(413)에 의해 반사되고, 액정패널(201-G)에 유도된다.  그리고, 녹색(G)광은 광액정 패널(201-G)을 
투과한 후 제1필드 렌즈(415)를 통하여 출사된다.

제1다이크로익 미러(411)를 투과한 광원광은 제2다이크로익 미러(417)에 의해 적색(R)광만이 반사되고, 
액정 패널(201-R)에 유도된다.

그리고 액정패널(201-R)을 투과한 적색(R)광은 제2필드 렌즈(419)를 통하여 제1합성 미러(421)에 의해 액
정패널(201-G)을 거친 녹색(G)광과 합성된다.

제2다이크로익 미러(417)을 투과한 광원광은 액정 패널(201-B)에 유도되고, 액정패널(201-B)을 투과한 청
색(B)광은 제3필드 렌즈(423), 제3전반사 미러(425)를 통하여 제2합성 미러(427)에 이르고, 여기서 액정
패널(201-G) 및 액정패널(201-R)을 투과하여 합성된 적색(R)광 및 녹색(G)광이 합성되고 투사광학계에 유
도된다.

다음에, 이 액정패널(201-R, 201-G, 201-B)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액정패널(201-R, 201-G, 201-B)의 
구성은 그 구동계를 제외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녹색(G)용의 액정패널(201-G)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 액정패널(201-G)는 100마이크로 피치의 표시화소가 가로방향으로 640개, 세로방향으로 480개 배열되어 
이루어지고, 액정패널(201-G)의 양 주표면상에는 제15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소정간격을 두고 편광축이 
다르게 거의 직교하도록 한쌍의 편광판(203, 204)이 배치되어 있다.

액정패널(201-G)은 제16도 및 제17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어레이 기판(211)과 대향기판(311)과의 사이
에 TN형 액정(401)이 배향막(291, 391)을 통하여 기판(211, 311)사이에서 90°비틀어져 유지되어 있다.

어레이 기판(211)은 0.7㎜두께의 투명한 유리기판(210)상에 제16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신호선(221)과 
주사선(231)이 거의 직교하도록 배치되고, 신호선(221)과 주사선(231)과의 교점근방에 박막 트랜지스터
(이하, TFT라고 약칭한다)(241)가 배치되어 있다.  이 TFT(241)는 제17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주사선
(231)자체를 게이트 전극으로 하고, 주사선(231)상에 게이트 절연막(243)을 통하여 반도체층으로서 비정
질 실리콘 박막(245), 이 비정질 실리콘 박막(245)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생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주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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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에 대해서 자기 정합적으로 형성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로 이루어지는 반도체 보호막(246)을 구비하
고 있다.

또한 TFT(241)는 비정질 실리콘 박막(245)과 신호선(221)을 n
+
형 비정질 실리콘 박막(248)을 통하여 전기

적으로 접속하는, 신호선(221)으로부터 연장된 드레인 전극(247)과 신호선(221)과 주사선(231)에 의해 둘
러싸이는 영역에 배치된 ITO(Indium Tin Oxide)로 이루어지는 화소전극(251)과 비정질 실리콘 박막(245)

을 n
+
형 비정질 실리콘 박막(250)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소스 전극(249)을 구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역 스타거 구조의 TFT(241)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화소전극(251)과의 사이에 게이트 절연막(243)을 통하여 보조용량(Cs)을 형성하기 위한 보조용량선
(253)이 주사선(231)에 거의 평행하여 배치되어 있다.  또한 이 TFT(241)나 화소전극(251)상에는 보호막
(255)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어레이 기판(211)은 구성되어 있다.

대향기판(311)은 0.7㎜두께의 투명한 유리기판(310)상에 어레이 기판(211)의 TFT(241) 및 화소전극(251) 
주변부를 차광하기 위한 크롬(Cr)으로 이루어지는 매트릭스형상의 차광층(313), 차광층(313)상에 배치되
는 보호막(317), 보호막(317)상에 배치되는 ITO로 이루어지는 대향전극(319)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또
한 이상과 같이 구성되는 액정패널 201-G는 36%의 개구율을 달성하고 있다.

제17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대향기판(311)(두께  0.7㎜)의  주표면상에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기판
(321)이 접착층(410)을 통해서 유리기판(310)에 부착되어 있다.  여기서 접착층(410)의 두께는 20㎛ 정도
이다.  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기판(321)은 각 표시화소에 대응하는 집광 렌즈(323)군으로 이루어지고, 
집광 렌즈(323)의 초점위치는 어레이 기판(211)을 구성하는 유리 기판(210)에 존재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마이크로 렌즈의 공기중의 초점거리는 0.6㎜이다.

다음에 이상과 같이 구성되는 마이크로 렌즈가 부착된 액정 패널의 상기 광학 파라미터를 갖는 3판식 광
학계에서의 밝기의 개선효과에 대한 실험을 나타낸다.

우선 동일 광학계를 이용하고 있지만, 마이크로 렌즈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액정패널을 이용했을 때의 9
점 평균 광다발은 2491ｍ였다(9점 평균 광다발이란 40인치의 스크린에 투사하고, 제18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투사화면을 세로, 가로 모두 3분할한 9개의 장방형 중심의 투사조도의 평균값에 투사면적을 걸쳐 구
한 광다발이다).

이것에 대해서 마이크로 렌즈를 부착한 액정 패널에서는 9점 평균 광다발은  3741m가 되고, 마이크로 렌
즈를  구비하지  않은  액정패널의  약  1.5배(실효개구율  54%)의  밝기가  개선된  것을  알았다.   이  때의 

Wp=m.Q2/ (f.n)의 값은 50.3㎛이고 2 보다도 충분히 작다(여기서 Q2중의 Q2는 30°

이다).

다음에, 더 Wp값을 갖게 하도록 마이크로 렌즈와 화소간의 거리(m)을 저감한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실시했

다.  m을 작게 하기 위해서 대향기판두께를 0.5㎜로 한것으로 동일한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9점 평
균 광다발은 4051m가 되고, 마이크로 렌즈를 구비하지 않은 액정패널을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 1.62배(실
효개구율 59%)가 되었다.  이와 같이 대향기판 두께를 작게 하는 것으로 m의 값이 작아지고, Wp값도 작아

지기 때문에 마이크로 렌즈에 의한 실효개구율의 개선효과는 커진다.

다음에 다른 파라미터인 콜리메이터 렌즈의 초점거리(f)의 의존성의 데이타를 나타낸다.  상기 광학계에 
있어서는, 콜리메이터 렌즈의 초점거리를 짧게 하는 것으로 콜리메이터 렌즈부로 보내지는 광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f=110mm로 한 경우 마이크로 렌즈가 붙어 있지 않은 액정패널을 이용한 경우에 있어서
도 9점 평균 광다발은 3381m가 되어 약 1.35배가 된다.

콜리메이터 렌즈의 초점거리를 짧게 하면 액정패널에 입사하는 광의 집광각이 커지지만, 총 광다발은 증
대한다.  집광각을 2개의 f값으로 실측한 결과는, f=147㎜의 경우는 전체각 약8도(±4도)이고, f=110㎜의 
경유는 전체각으로 약 12도(±6도)였다(여기서 집광각은 피크광 강도의 50%의 광강도로 이루어지는 전체
각의 폭으로서 측정했다).  이때문에 총 광다발은 증대하지만 마이크로 렌즈를 부착한 패널에서의 마이크
로 렌즈의 실효 개구율의 개선효과는 입사광의 평행도가 내려가므로 저하하는 것이 예측된다.

실제로, f=110㎜이고 대향기판 두께 0.7㎜의 마이크로 렌즈가 부착된 액정 패널을 이용한 것에서는 9점 
평균 광다발은 4201m로 f=147㎜의 경우의 0.7㎜의 것보다도 밝아지고, f=147㎜의 마이크로 렌즈가 없는 
액정 패널과 비교하면 1.68배가 되지만, 실효개구율은 46%로  f=147㎜의 경우보다도 저하한다.  f를 짧게 
하면 Wp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마이크로 렌즈의 실효개구율의 개선효과는 작아지지만, 액정패널면에서의 

총 광다발이 상기와 같이 1.35배가 되는 것으로, 합계로는 밝기가 개선된다.

또한, f=110㎜이고 대향기판 0.5㎜의 것에서는 9점 평균 광다발은 4931m가 되고, 마찬가지로 f=147㎜의 
대향기판 두께 0.5㎜보다도 밝고, f=147㎜이고 마이크로 렌즈가 없는 액정 패널을 이용한 경우와 비교하
면 1.97배가 된다.  실효개구율은 53%가 되며, 대향기판 두께의 저감에 의해 Wp값이 내려가므로써 상기와 

동일하게 마이크로 렌즈 효과는 증대한다.  물론 상기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Wp 2 를 만족하고 있

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제19도에 마이크로 렌즈 기판과 변조소자의 개구부를 규정하는 차광영역과의 거리(m)에 기여하는 대향기
판 두께의 변화에 대한 마이크로 렌즈 효과에 의한 실효개구율의 영향을 나타내는 실측값을 나타낸다(콜
리메이터 렌즈의 초점 거리 f=147㎜).  대향기판 두께가 0.5㎜ 정도로 극대를 나타내고, 그것보다도 두꺼
우면 실효개구율의 저하가 현저하고, 대향기판 두께가 두꺼워지면 마이크로 렌즈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패널 개구율(36%)보다도 투과율이 저하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Wp를 결정하는 것으로 광원의 발광길이(L)도 있다.  상기 실시예는 전극간 길이 3㎜의 것을 이용했

지만, 총 광다발과 마이크로 렌즈의 실효개구율의 개선효과를 고려하여 최적화하면 좋은 것은 말할 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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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으며, 전극간 길이로서 더 긴 것을 이용해도 좋고, 타원형상 집광 미러의 형상도 포함한 파라미터 
전체로 최적화하면 좋다.

여기서 타원형 집광미러 형상의 파라미터(긴 직경 A, 짧은 직경 B)와 광원의 발광길이(L)에 의해 제2초점
위치에서의 집속광직경(Q1) 또는 광선방향의 수정소자를 넣은 경우의 Q2의 값에 의해 마이크로 렌즈 효과

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은 설명했지만, 이 Q1 및 Q2 대신에 제2초점  위치 근방에 조리개 수단을 배치하

므로써 액정 패널에 입사하는 광의 집광각 제어를 실시해도 좋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조리개 수단의 직경을 D로 하면 마이크로 렌즈 효과를 올리기 위한 조건은 이하의 식(36), (37)에 나
타내는 바와 같이 된다.

여기서 액정 패널에 입사하는 광의 집광각(θw)은 상기 D와 콜리메이터 렌즈의 초점 거리(f)로부터 이하의 

식에 의해 구해진다.

제20도는 표면중심 부근의 최대조도에 표시면적(40인치, 가로와 세로의 비 4 : 3 화면의 경우, 0.498㎡)
에 걸쳐 구한 피크 광다발(1m)의 집광각에 대한 의존성을 나타낸다.  또한 집광각은 조리개 직경을 제어
하므로써 변화시켰다.  제17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 렌즈를 갖지 않는 액정패널을 이용한 경우
(곡선a)는 집광각(θw)을 작게 조임에 따라서 피크 광다발은 크게 감소하지만, 마이크로 렌즈를 갖는 액정 

패널을 이용한 경우(곡선 b, c)는 감소가 작다.  이것은 집광각이 작아져 입사광이 평행광이 되면 되는 
만큼 마이크로 렌즈의 실효개구율 개선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마이크로 렌즈의 효과는 화소 사이즈에 대응하여 대향기판 두께의 최적화(상기에
서는 박막화)를 도모하므로써 실효개구율 개선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제20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대향기
판 두께 0.7㎜의 경우(곡선b)보다도 대향기판 두께 0.5㎜의 경우 (곡선 c)쪽이 보다 밝기의 개선이 도모
되고 있는 것과 집광각에 의한 밝기저하가 작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여기서 조리개 수단을 이용하여 액정 패널로부터 입사하는 집광각을 작게 하는 것은 밝기의 저하를 초래
하지만, 표시화상의 조도 얼룩을 저감시키는 이점을 갖고 있다.

다음에, 3판식 투사형 표시장치(100)의 표시 화상의 조도 얼룩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 및 비교예로서 제1
도에 나타내는 종래의 투사형 표시장치(901)의 표시 화상의 휘도 얼룩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를 하기 표1
에 나타낸다.  또한, 표시 화상은 스크린상에 각도 40인치로 확대 투영된 전면 백색 표시로 하고, 제18도
에 나타내는 표시 화상상의 9점의 조도를 조도계에 의해 측정하고, 점5의 조도를 100으로 한 비율로 표시
했다.  또한, 실시예에 있어서 집광각(θ)은 8°, 6°, 4°로 했다.

[표 1]

상기 표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실시예에 관련된 투사형 표시장치(100)에 의하면 종래의 투사형 표시장
치에 비해 표시화상의 중심 부분 및 주변 부분의 각 부분에서 휘도 얼룩이 매우 작은 양호한 표시화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이 실시예에 관련된 투사형 표시장치에 있어서, 스크린상의 조명 조도가 크다.  즉 밝은 환경하
에서는 표시 휘도 얼룩보다도 오히려 콘트라스트비가 높은 것이 시각적으로는 양호한 표시화상이라고 인
식되기 때문에 조리개 수단(151)의 집광각(θ)은 조리개 제어수단(721)을 이용함으로써 충분히 큰 범위내
에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스크린상의 조도가 큰 즉 어두운 환경하에서는 표시 휘도 얼룩이 적은 것이 시각적으로는 양호한 
표시 화상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집광각(θ)은 휘도 얼룩이 저감되는 비교적 작은 범위내에서 제어하도
록 조리개 수단을 제어할 수도 있다. 또한, 한개의 표시 화상을 복수의 블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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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집광각(θ)은 비교적 작은 범위내에서 제어되는 쪽이 이음매에서의 휘도 저하가 눈에 띄지 않는다.

예를들면, 이 실시예에 관련된 투사형 표시장치(100)에 의하면 각종 쇼룸과 AV룸과 같은 조금 어두운 조
명 환경인 스크린 조도가 30(lx)인 경우, 집광각(θ)을 4∼6°로 설정함으로써 100 : 1이상의 콘트라스트
비를 확보하면서 제18도중 점5에 대한 점1의 조도의 저하를 40∼60%로 억제함으로써 표시 휘도 얼룩이 작
고, 또 콘트라스트비가 높은 표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호한 표시화상이 확인된다.

또한, 통상의 사무소내 또는 일반 가정내의 조명 환경인 스크린 조도가 200(lx)인 경우, 집광각(θ)을 8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서 500(lm)이상의 높은 피크 광다발이 얻어지며, 또한 제18도중, 점5에 대한 점1의 
조도의 저하를 시각적으로 표시 얼룩이 인식되기 어려운 30%정도의 저하로 억제하여 양호한 표시 화상이 
확인된다.

상기와 같이, 이 실시예에 관련된 투사형 표시장치(100)에 의하면, 특유의 광원 광학계의 구성에 의해 스
크린 조도가 작아짐에 따라서 집광각(θ)이 작아지도록 광원광의 집광각(θ)을 제어하고, 이것에 의해 표
시 화상의 휘도 얼룩을 방지하고 또 스크린 조도에 따른 표시 조도를 얻을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3판식의 투사형 표시장치(100)를 예로 설명했지만 액정 패널 자체가 스트라이프 형상, 
모자이크 형상 또는 델타 배열된 적어도 3원색의 색부로 이루어진 칼라 필터를 구비한 제2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되는 단판식의 투사형 표시장치(100)라도 좋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이밖에도 각 액정 패널(201-R, 201-G, 201-B)마다 광원광의 집광각(θ)을 제어하는 조리개 수단을 
설치하고, 각 색마다 개별적으로 광원광의 집광각(θ)을 제어하도록 해도 좋다.  또한, 이와 같은 특성은 
마이크로렌즈를 이용하지 않은 액정 패널을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이 실시예에 있어어 조리개 수단(151)의 집광각(θ)이 환경 조도 신호(ES)에 따라서 조리개 제어 
수단(721)에 의해 제어되는 구성도 가능하다.  또한, 각 액정 패널(201-R, 201-G, 201-B)에 공급되는 영
상신호(VS)의 휘도 신호에 의거하여 제어되는 것이라도 이들을 조합시켜 이용하는 것이라도 좋다.

예를들면, 영상신호(VS)에 포함되는 휘도 신호의 시간적 평균 강도와 휘도 신호의 블랭킹레벨(흑색레벨)
과의 차에 의거하여 차가 작은 경우는 집광각(θ)을 작게, 차가 큰 경우에는 집광각(θ)을 크게 제어함으
로써 표시 화상의 표시 휘도에 의존하지 않고 양호한 표시 화상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조리개 제어  수단(721)에  의해  조리개  수단(151)의  개구  직경(D)을  제어하여 집광각
(θ)을 제어했지만 조리개 수단(151)을 광원(111)의 광축을 따라서 이동시킴으로써 실효적인 개구 직경
(D)을 제어하여 집광각(θ)을 제어해도 좋다.

여기서, 상기 실시예에 이용한 광원은 광원광을 확산시키는 프로스팅 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이용했
다.  이것은 조리개 수단으로의 광원광의 집광 효율을 올리는 점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지만 
물론 프로스팅 처리를 한 것을 이용해도 좋다.

또한, 실시예에서는 광원에 직류 점등식 광원을 이용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류 점등식 광원쪽이 교
류 점등식 광원보다도 양극과 음극사이에서의 발광 분포를 보다 작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기 광
학계는 가장 적당하기 때문이지만, 물론 교류 점등식 광원을 이용해도 좋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와 같이 마이크로렌즈는 입사측에만 배치해도, 또한 출사측에도 배치해도 좋다.  입
사측에만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기판(321)을 배치하는 경우,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기판(321)에서 대향 기
판(311)의 차광층(313)부근에 집속된 광은 그 후 발산하기 위해 투사 렌즈에서의 소멸에 의해 광이용효율
이 저하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기판(321)의 사용에 있어서는 마이크로렌즈 어
레이 기판(321)의 각 집광렌즈(323)의 초점 위치의 선정이 중요하다.

즉, 집광 렌즈(323)에서 집속된 후에 넓어지는 광원광이 각 필드렌즈에 충분히 수납되도록 초점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필드렌즈의 소형화를 달성하는 것이면 각 집광렌즈(323)의 초점 위치는 광
입사측으로부터 떨어지는 쪽이 좋다.  그러나, 각 집광렌즈(323)의 초점 위치가 광입사측으로부터 멀어짐
에 따라서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기판(321)의 효과는 저하하고, 액정 패널(201-G)의 실효 개구율은 작아진
다.  이와같기 때문에 각 집광렌즈(323)의 초점 위치는 TN형 액정(401)내보다는 오히려 출사측의 기판중 
또는 기판외부에 설정하면 좋다.

특히,  이  실시예에서는 대향 기판(311)의  유리 기판(310)  두께가 0.7㎜이하이기 때문에 각 집광 렌즈
(323)의 초점위치는 투과광이 제1필드 렌즈(415)에 충분히 수납되도록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기판(321)으
로부터 0.8∼1.1㎜의 거리, 즉 유리기판(210)내에 있도록 설정하면 좋다.

즉, 액정패널의 입사측에 마이크로렌즈를 배치한 경우, 마이크로렌즈로 집광된 광은 그 후 발산하기 때문
에 제2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사형 표시장치의 실효 개구율은 투사 렌즈의 F값에 의존한다.  요컨대, 
마이크로렌즈의 초점위치를 짧게 하면 각 액정 패널을 투과한 후의 변조광은 투사 렌즈에 입사할때까지의 
발산의 정도가 크고, 투사형 표시장치의 밝기 개선을 위해서는 투사 렌즈의 렌즈 직경을 크게 하고, 초점 
거리를 짧게 하는 것, 즉 F값을 작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3a도, 제23b도, 제23c도는 세로축에 마이크로렌즈를 가지는 투사형 표시장치의 실효 개구율, 가로축에 
투사 렌즈의 F값을 가진 경우의 실효 개구율의 F값 의존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 제23a도는 광원광
의 집광각이 4도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면중, 곡선(A), (B), (C), (D), (E)는 마이크로렌즈의 실
효적인 초점위치(대향기판의 굴절율등을 고려함)가 0.56㎜, 0.7㎜, 0.84㎜, 1.05㎜, 1.4㎜의 경우를 나타
내고 있다.  또한, 제23b도 및 제23c도는 광원광의 집광각이 6도, 8도인 경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들 도면으로부터 마이크로렌즈의 초점 거리를 짧게 하면 투사 렌즈의 F값의 의존성이 증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사형 표시장치는 투사 영상의 확대·축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투사 렌즈로서는 줌(ZOOM)식이 이용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사 렌즈가 넓은 각측에서는 F값은 4정도이지만, 망원측에서는 5 정도로 커진다.  
이와같기 때문에 투사형 표시장치는 투사렌즈의 F값의 변동에 표시 화상의 밝기가 영향을 받기 어려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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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  즉, 투사형 표시장치와 스크린과의 사이가 크게 떨어진 위치로부터 영상을 투사하는 경
우는 망원측에서 투사하는 것이 되고, 또한 확대 투영하는 것등으로 주변 휘도 저하가 생기기 쉬운 상황
인 경우는 조리개 수단에 의해 조리개 직경을 조리개 집광각을 작게 제어하는 쪽이 휘도 얼룩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이, 투사형 표시장치에 있어서, 마이크로렌즈의 초점 거리를 짧게 하는 것이 반드시 유효하지 
않고, 투사형 표시장치에 있어서 마이크로렌즈의 초점장치는 액정층내, 또는 출사측 기판(이 실시예에서
는 어레이 기판)측에 있는 쪽이 합계의 실효 개구율의 향상에는 바람직하다.

마이크로렌즈의 초짐 위치를 상기와 같이 설정하여 투사 렌즈의 렌즈 직경의 설계에 자유도를 가지게 하
며, 장치의 소형화, 가격의 저럼화가 달성된다.  또한, 마이크로렌즈의 초점 거리를 상기와 같이 설정하
여 표시화상을 확대, 축소할때 투사렌즈의 F값이 변동해도 투사형 표시장치의 실효 개구율의 변동을 억제
할 수 있고, 또 균질한 표시 화상 휘도가 얻어진다.

또한, 투사렌즈의 F값의 변동에 대해서 보다 균질한 표시 화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F값의 변동에 따라서 
조리개 수단의 개구 직경을 제어해도 좋다.  예를들면, 장거리 투사해서 투사 렌즈를 망원측에 설정하면, 
F값이 커지고, 휘도 얼룩이 커지지만 조리개 수단의 조리개 직경을 작게 하여 집광각을 작게 하여 휘도 
얼룩 저하를 억제할 수 있다.  반대로, 중심의 밝기를 개선하고 싶은 경우는 조리개 수단의 개구 직경을 
크게 하여 집광각을 증대시켜 전체의 밝기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다.

또한, 제20도의 곡선(c)은 제20도의 곡선(b)의 마이크로렌즈의 초점 위치가 마이크로렌즈 기판으로부터 
0.8㎜에 설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초점 위치가 1.4㎜의 투사 렌즈측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투사 렌즈의 
F값이 5에 있어서 피크 광다발의 집광각 의존성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도면으로부터 마이크로렌즈의 초점 위치를 보다 길게 함으로써 피크 광다발 자체는 약간 감소하지만 
피크 광다발의 집속각 의존성은 한층더 작게 할 수 있고, 저집광각 설정으로 하여 표시 휘도의 균일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제15도에 나타내는 조리개 제어수단으로서, 서보모터를 내장하고, 서보모터에 
의해  원형의  개구  직경을  변화시키는  구조로  했지만,  이  개구의  형상은  사각형  또는  타원형등이어도 
좋다.  또한, 서보미터에 의해 개구부의 상하, 좌우 또는 양쪽을 차광하는 차광판이 가동하는 구조라도 
좋다.

또한, 마이크로렌즈의 초점 위치가 광원측에 가까운 쪽이 액정 패널을 투과할때의 실효 개구율이 향상하
는 것을 고려하면, 대향 기판의 유리 기판의 두께를 얇게 설정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은 미리 설명했다.

따라서, 대향기판 두께를 얇게 설정하면, 액정 패널에서의 실효 개구율을 저하시키지 않고 마이크로렌즈
의 초점 위치를 길게 설정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 투사형 표시장치의 실효 개구율이 향상된다.  또한, 
마이크로렌즈의 초점 위치를 길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사형 표시장치의 실효 개구율이 투사 렌즈의 
F값의 변동이 크게 의존하는 것이 없어지는 잇점도 있다.

따라서, 제2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판식의 투사형 표시장치에 있어서는 광학계의 구성이 비교적 간단
하기 때문에 투사렌즈의 백포커스 길이를 짧게 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 투사렌즈의 F값을 2.2∼4정도로 
작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렌즈의 개구수NA(NA=n·sinσ) 및 초점거리는 투사렌즈의 F값 또는 
개구수 NA에 의해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마이크로렌즈의 개구수(NA)는 투사 렌즈의  개구수(N
A)보다도 작게 설계하는 것이 투사렌즈에서의 소멸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액정 패널면에 입사하는 조도얼룩을 저감하기 위한 광선 방향을 수정어하는 안이 빈 보정 소자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광원을 타원형상 집광 미러에 수직으로 배치하면 조도 얼룩이 
발생한다.  그 때문에 상기 실시예에서는 정점각이 120도의 원추렌즈를 이용하여 안이 비는 것을 보정하
고 있다.  이 때, 광선 방향을 수정하는 작용 때문에 제2초점 위치에서의 광다발 직경(Q)은 원추렌즈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Q보다도 약 2.5배 커진다.  그리고, 중심의 조도가 저하한 광원의 조도 얼룩을 원
추렌즈의 양 경사면으로 굴절시켜 각각의 경사면으로부터의 광을 중심부에 수정시켜 안이 비는 것을 보정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광선 방향의 수정은 원추렌즈의 광학 특성을 그레이팅 렌즈로 대체시킬 수 도 있다.  즉, 제24
도의 단면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일정 각도(정점각 60도)의 경사면을 가지는 동심원상 또는 소용돌이 형
상의 홈을 가지는 그레이팅 렌즈를 이용하면 좋다.

여기서, 정점각이 60°이고 200㎛ 크기의 홈을 동심원 형상으로 형성한 그레이팅 렌즈를 사용한 경우의 
안이 빈 보정의 개념을 제25a도에 나타낸다.  이와같은 그레이팅 렌즈(103)를 이용한 표시 소자에서는 입
사측에 있어서 왼쪽 원(302)의 상반부로부터 나온 광은 우측에 있어서 원(304)의 하반부로 오는 것이 대
부분이며, 약간 원의 상반부에 도달하는 것이 오게 된다.  이와같이 하여 좌측의 입사측에서는 안이 빈 
광원광을 이용해도 우측의 출사측에서는 중심부에서 광강도가 보강되게 된다.

여기서, 액정 패널의 중심부에서는 2종류의 지향성을 가진 광이 혼재하게 된다.  그 때문에 조도 분포와 
마이크로렌즈 효과의 동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혼재를 작게 하도록 정점각을 설정하든지 
또는 제25b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2장 구성의 그레이팅 렌즈(202, 204)로 해도 좋다.

제26a도∼제26d도에는 예로서 1장 구성인 경우의 그레이팅 렌즈의 위치에 의한 액정 패널면의 조도 분포
를 나타냈다.  여기서, z의 값은 제2초점 위치로부터의 거리이며, +방향이 액정 패널측으로의 이동 거리
를 나타낸다.  이와같이, 안이 빈 보정소자의 위치를 변하게 하면 조도 분포를 제어할 수 있고, 조도 얼
룩을 저감하는 것이 필요한 예를들면 데이타 프로젝터등의 용도로는 회전 타원형 반사경의 제2초점 위치 
근방(z=-5∼0㎜)에 배치하고, 영상 도중에는 중심 강도를 높인 z=10㎜(액정 패널측으로)에 이동시키는 사
용방법이 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적 위치가 다소 변하는 블록형 원추렌즈등에 있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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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구성의 광학계의 다른 효율화를 도모하는 광학계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상기 광학계에 있어서는 타원 형상 집광 미러에 의해 제2초점 위치에 거의 광이 집광된다.  그러나, 타원 
형상 집광 미러로 반사, 집광되지 않는 성분이 액정패널측으로 나온다.  그 때문에 제7도에 나타내는 바
와 같이, 상기 광성분을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타원 형상 집광 미러와 대치하도록 개구부를 가지는 
원형상 집광 미러(7)를 배치하면 좋다.  원 형상의 반경으로서는 60㎜, 개구부의 직경은 44㎜인 것을 이
용하여 총 광다발의 개선 효과를 실제로 측량했다.

그 결과, 마이크로렌즈의 유무에 관계없이 약 1.2배의 개선이 도모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때 광원으로
서는 상기와 마찬가지로 프로스팅 처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고, 동시에 원 형상 미러(7)로 반사
한 광을 광원의 발광부에 효율좋게 되돌리기위해 통상 이용되고 있는 보온막도 배제한 것을 이용했다.  
또한, 상기실시예와 마찬가지로 DC 점등형으로 전극을 액정 패널측에 배치한 메탈 하라이드램프(halide 
lamp)를 이용했다.  여기서, DC 점등형인 것은 양극측을 액정 패널측에 배치한 쪽이 조도가 양호하며 바
람직하다.

이 복합 집광 렌즈 구조는 주집광 미러가 타원 미러이기 때문에 제2초점 위치에 광이 집광되며, 또한 제2
원형상 미러의 개구부를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의 개선 효과를 올리는 것이 용이하다.  또한, 이 
구성은 광원을 타원 형상 집광 미러에 수직으로 배치하는 구성이 아니라 수평으로 배치하여 전극부가 그
림자로서 작용하여 생기는 조도 얼룩을 저감하는 구성인 경우와 같이 꼭 타원 형상 집광 미러와 대치하지 
않는 발광광성분만을 유효하게 이용할 때에 더욱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음에, NT형 액정등의 편광판을 필요로 하는 광변조소자를 이용하는 경우의 효율 개선 수단으로서의 편
광 교환 기술을 상기 광학계에 응용하는 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종래의 수정 변환 소자 광학계에서는 광
다발을 분할하는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렌즈를 이용하여 실효 개구부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에
는 적용이 어려웠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변형예로서 제8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타원 형상 집광 미러
와 그 제2초점 위치와의 사이에 편광 변환 소자, λ/4판, 반사 미러, 오목형의 프리즘, 원추렌즈를 배치
한 광학계가 있다.

광원광은 편광 변환 소자에 입사하여 P파와 S파의 성분으로 각각 나뉘어진 후에 S파 성분은 λ/4판을 지
나 P파로 변환된 후에 반사 미러에서 반사되며, P파 성분은 반사 미러에서 반사되어 다시한번 제2초점 위
치에서 합성된다.  그리고, 콜리메이터 렌즈를 통하여 마찬가지로 액정 패널에 조사하는 것이다.

제8도에서는 설명의 간략화를 위해 액정 패널을 1장 구성인 것을 나타낸다.  이와같은 구성에 의해 액정 
패널에는 제2초점 위치에 수속(收束)되어 광다발을 점광원으로 한 광이 마이크로렌즈 부착 패널에 도입되
기 때문에 상기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렌즈의 실효 개구율의 개선 효과가 패널면에서 거의 균일하게 달성
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진다.

콘트라스트비를 좋아지게 하는 관점에서 액정 패널앞에 편광판을 두어도 좋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음에, 칼라필터 부착의 액정 패널을 이용하지 않고 1장의 패널로 칼라 표시를 달성하는 투사형 표시장
치의 실시예에 대해서 제9도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광학계 구성를 광원측으로부터 설명한다.  상기와 같은 프로스팅 처리없이 DC 점등 250W 메탈하라
이드램프와, 이 광원으로부터의 백색 광다발을 타원 형상 집광 미러, 원형상 집광 미러 및 원추렌즈에 의
해 조리개로 집속한다(여기서, 타원형상 집광 미러와 원형상 집광 미러와 원추렌즈는 상기 실시예와 같은 
것을 이용했다).  조리개를 통과한 광다발은 콜리메이터렌즈군에 의해 평행 광선이 된다.

이 광선은 3장의 다이크로익미러에 의해 구성되는 방향 분광 수단에 입사한다.

R광다발은 제1미러에 의해 반사되며, 마이크로렌즈에 의한 분광결상수단을 가지는 액정 패널에 입사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G광다발은 제2미러에 의해, B광다발은 제3미러에 의해 분광결상수단에 입사한다.  TN 
액정을 이용한 경우는 액정 패널의 전후에는 편광판을 배치한다.

G광다발에 대해 R광다발과 B광다발은 약 4.8도의 각도차를 가지고 입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각도차때
문에 제23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렌즈에 의해 3색의 광은 3화소로 나뉘어 표시 패널의 화소에 
입사한다.  표시 패널을 출사한 광다발은 필드렌즈에 의해 집속되어 투사 렌즈에 입사하고 투사 렌즈에 
의해 스크린에 확대 투사된다.

다음에 제9도 및 제10도에 나타내는 본 실시예에 관련된 투사형 표시장치의 광학적인 구성에 대해서 자세
하게 설명한다.

우선, 이용한 액정 패널은 상기의 실시예와 같은 방법으로 형성했다.

화소수는 수평방향으로 60㎛ 간격으로 1920 화소, 수직 방향으로는 180㎛ 간격으로 480 화소가 형성되며, 
표시부의 대각 사이즈는 144㎜로 되어 있다.  수평방향의 화소수는 VGA표시(640 화소)의 3배의 화소수이
며, 칼라필터는 얹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RGB용의 각각에 대응하는 화소가 배치되어 있다.  화소의 배
치는 스트라이프 배치이며, 화소 그룹은 가로로 3개의 화소이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분광결상수단은 마이크로렌즈이며, 제12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것을 
예를들면 유리 기판에 원통 렌즈를 형성하고, 또한 렌즈와 렌즈의 사이를 차광하도록 폭 20㎛인 차광막을 
형성한 것이다.  수직 방향에는 화소 그룹이 같은 수평 방향으로 연속되기 때문에 외견상, 간격 180㎛의 
스트라이프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수평 화소의 3개의 화소분의 간격이며, 상기한 관계식을 만족하
고 있다.

또한, 초점 거리는 굴절율 1.54의 유리에 대해서 1.4㎜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마이크로렌즈와 
화소사이에 있는 굴절율 1.54, 두께 1.1㎜인 대향 기판 및 마이크로렌즈와 대향 기판을 접착하는 아크릴
계 접착제의 굴절율 1.5, 두께 0.03㎜을 고려하면, 화소부보다도 보다 출사측으로 초점을 잇도록 설정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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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의 개구부는 각각의 화소에서 수평방향에 대해 31.5㎛, 수직 방향에 대해서는 135㎛에 거의 장방형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액정 패널에 입사하는 광은 수직방향에 관해서는 분광결상수단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광
원의 출사 광다발의 각도 분포는 10도와 거의 같은 각도분포로 액정 패널에 입사한다.  이에 대해 굴절력
을 나타내는 수평방향으로는 광이 집광되며, 그리고 패널로부터 출사후는 발산하기 때문에 투사 렌즈로의 
입사각도는 늘어난다.  이 각도를 견적하기 위해서 식(26), 식(27), 식(30)을 적용하여 보다 단일한 화소
에 대한 입사광다발의 각도 분포(θ)를 계산한다.

우선, 식(26)에 의해 액정패널로의 유효한 광다발의 각도 분포(θ=θ)는  개구부의 폭 W=31.5㎛ 보다 θ
=2.5도이다.  또한, 식(28)에 의해 마이크로렌즈의 굴절율 1.54의 매체에 대한 초점 거리는 1.44㎜보다 
f=0.91㎜이 된다.  따라서, 마이크로렌즈에 의해 발생하는 각도 분포 Q는 마이크로렌즈의 유효폭P=160㎛
보다, 식(27)에 의해 θ=10도가 된다.  따라서, 각 화소의 실효적인 수평 방향의 입사 각도는 θ=12.5도
가 된다.  또한, 방향 분광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입사 각도차(θ)는 식(31)에 의해  θ=9.6도이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이들 광을 유효하게 확대 투사하기 위하여 식(35)을 만족하는 F값으로는 F=2.6
이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F=2.5의 밝은 투사 렌즈를 이용했다.

다음에, 광원부의 조리개 수단의 설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광원으로부터의 광다발은 타원 형상 미러와 
원 형상 미러 및 원추렌즈에 의해 조리개의 위치에 집광되어 있다.  조리개에서 출사하는 광 다발은 그 
형상이 조리개에 의해 제한되고, 그리고, 콜리메이터 렌즈에 의해 그 형상의 제한이 각도 분포의 제한으
로 변환된다.  광원의 아크의 방향(전극 사이의 방향)은 제9도의 지면에 수직방향으로 향해져 있다.  또
한, 조리개는 제26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아크의 방향으로 긴 장방형형으로 되어 있으며, 콜리메이터 
렌즈의 초점 거리 170㎜보다, 그 출사광다발은 제9도의 지면에 평행한 방향에 대해서는 약 4도, 지면에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약 10도로 되어 있다.  또한, 콜리메이터 렌즈는 원추렌즈도 포함한 형으로 색수
차를 없애도록 설계되어 있다.

콜리메이터 렌즈를 나온 백색 광다발은 광축에 대해서 약 45도로 배치된 다이크로익 미러에 의해 반사된
다.  이것들은 방향 분광 수단이다.  이것들은 표시 패널과 분광결상 수단의 관계로 요구되는 분리 각도 
4.8도는 만족하도록 다이크로익 미러는 입사광에 대해서 45-4.8/2=42.6도로, 다이크로익 미러는 입사광에 
대해 45+4.8/2=47.4도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미러의 위치는 다이크로익 미러의 중심점으로부
터 90㎜의 거리에 배치되는 표시 패널의 위치에서 겹쳐지도록 식(18), (19)에 따라서 각각 미러는 7.9㎜ 
광원측에, 미러는 7.3㎜ 광원과 반대측에 중심점을 입사광 다발 방향을 따라서 떨어져 배치되어 있다.

입사광은 우선 다이크로익 미러에 의해 B성분에만 반사되며, 다음에 다이크로익 미러를 투과한 광 다발중
에서 G성분이 다이크로익 미러에 의해 반사되며, 나머지 R성분은 미러에 의해 반사된다.  R성분을 반사하
는 미러는 다이크로익 미러라도 또한 전 반사 미러라도 상관없다.  이와같이 하여 백색광이 요구되는 각
도를 가지는 광 다발로 분산된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투사광 다발이 최대 400㏐에 도달하는 매우 밝은 투사형 표시장치를 달성할 수 있었
다.  흡수형의 칼라 필터를 이용한 같은 사이즈의 표시패널과 같은 광원을 이용한 것으로는 2031㏐정도이
며, 본 발명에 의해 약 1.7배의 밝기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칼라필터를 이용하는 것은 칼라 필터의 광 흡수를 위하여 화면 중앙부의 온도가 주위에 대해서 높
아지기 쉽고, 표시 얼룩이 발생하기 쉬었지만 그것에 대해 본 실시예에서는 표시 패널부에 광을 흡수하는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냉각도 전동팬에 의한 간단한 공냉(空冷)에 의해 충분히 냉각할 수 있어 표시 
얼룩등도 발생하지 않는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해 밝고 또 표시 얼룩이 적은 고성능인 투사형 표시 장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

여기서, 상기의 실시예에서는 액정층으로서 TN 액정을 이용하는 경우를 설명했지만 액정층으로는 뭐라도 
좋고, 또한 디지탈 미러 디바이스(DMD)소자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 경우, 방향 분광 수단에 의해 발
생한 색마다의 출사 각도의 차가 문제가 된다.

이들 소자로는 투사 광학계에 조리개를 구비하지만 색에 의해 출사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리개도 색마
다 복수개 필요하게 된다.  즉, 액정 패널로부터의 출사광이 각 색마다 각도 분포를 가져 필드 렌즈에 의
해 투사 렌즈부의 조리개의 위치에서 R, G, B로 나뉘고, 각각에 대응한 개구부를 가진 조리개가 필요하게 
된다.  이 때, 단순하게 개구 조리개를 3개 만들면 각각의 색의 광에 대응하는 개구부 이외의 나머지 2개
의 개구 조리개부도 유효하게 되어 원하는 특성이 얻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각 광선의 색에 합친 칼라
필터 A, B, C 를 투사 광학계의 조리개에 구비하여 조리개를 색마다 독립하여 작용시킬 수 있다(제28a도, 
제28b도 참조).

또한, 조리개의 크기는 각 색의 화소의 출사광의 각도 분포(θ)에 대응한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방향 분광 수단에 의한 분리 각도(θ)에 의해 결정하는 복수의 조리개 의간격에 대해 조리개의 크기가 커
져 액정 패널로부터 출사한 광이 필드 렌즈를 통해 투사 렌즈부의 조리개에 도달하여 R, G, B의 각 색광
이 겹쳐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A, B, C, D, E의 각 색의 겹쳐진 영역, 또는 독립된 영역마다 
입사광의 파장 분포에 대응한 칼라 필터를 구비하여 각 색마다 같은 집광각을 설정할 수 있어 균일하고 
우수한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다음에, 상기 실시예의 변형예 에대해 제9도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광학 구성은 상기의 것과 거의 같지만 광원광을 콜리메이터 렌즈로 평행광화한후에 콜드 미러에 의해 적
외선이 제거되고, 또 그 진로가 90도 변해져 있는 것과 액정 패널로서 화소 간격이 수평 방향으로 180㎛, 
수직 방향으로 156㎛이며, 화소수는 수평방향 508 화소, 수직방향이 440화소이며, 화소 배치가 트라이앵
글 배치된 것을 이용하는 것이 다르다.  대향기판 두께는 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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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도는 이 실시예에 있어서, RGB의 3원색이 교환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RGB 각각이 
액정 패널에 대해 수직방향으로부터 약 8도의 각도를 가지고 3방향으로 향하는 입사광이 마이크로렌즈에 
의해 화소에 대한 위치 분포가 되어 RGB 각각이 적절한 화소를 통과한다.

또한, 이 투사형 표시 장치에서는 방향 분광 수단과 분광결상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발산광을 효율좋게 투
사하기 위하여 F=2.5의 밝은 렌즈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방향 분광 수단으로서, 약 45도로 경사진 미러를 이용하는 예를 나타냈지만 이외의 각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의 액정 패널로서는 각 표시 화소마다 TFT로 이루어진 스위치 소자가 설치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을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TFT는 다결정 실리콘막 또는 단결정 실리콘막을 주체로서 
구성해도 좋고, 또한 스위치 소자로서 TFT외에도 MIM(Metal In sulator Metal)소자를 이용해도 좋다.  또
한, 액정패널로는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외에 스트라이프 형상의 전극이 액정 조성물을 유지하여 대
략 직교하도록 배치된 단순 매트릭스형 액정 패널을 이용해도 좋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서 나타낸 내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패널로서 TN 액정이외에도 
광원으로부터의 광 강도를 2차원적으로 강도 변조하는 것으로 변조 소자 어레이이면 좋고, SIN 액정이나 
강유전액정을 이용한 것이라도 아주 동일하며, 또한 액정 이외에도 디지탈 미러 디바이스 (DMD)등을 이용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표시장치로는 앞쪽에 투사하는 타입의 투사형 표시 장치를 실시예로 나타냈지만 투사형의 표시장치
로서 스크린의 한쪽 면으로부터 투사된 방향에 대해서 역방향으로부터 관찰하는 뒷면 투사형 표시장치에
도 유효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투사형 표시 장치 및 이에 이용하는 광변조소자 어레이에 의하면 고휘도이고 또 
휘도 얼룩이 없는 양호한 표시 품위를 가지는 표시 화상이 얻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로 광의 복굴절성 또는 선광성을 이용하여 광의 투과율을 제어하는 광변조수단 ; 상기 광변조 수단에 
광원으로부터의 광원광을 인도하는 광원광학계 ; 및 상기 광변조 수단에 의해 변조된 변조광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투사 광학계를 구비하는 투사형 표시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원 광학계는 광원과 이 광원으로부
터의 광원광의 집광각을 제어하는 광원광 제어수단을 구비하고, 이 광원광 제어수단은 광원으로부터의 광
원광을 집광하는 수단, 상기 광원광이 집광되는 위치의 근방에 배치되는 조리개 수단과 콜리메이터 렌즈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2 

대략 타원면의 일부를 오목면 반사면으로 하는 타원 집광 미러 ; 상기 타원면의 제1 초점 근방에 배치된 
광원 ; 상기 타원면의 제2 초점 근방에 초점을 가진 콜리메이터 렌즈 ; 상기 콜리메이터 렌즈측에 렌즈 
어레이를 갖고, 면적(S)을 갖는 광변조소자를 2차원적으로 배치한 광변조소자 어레이 ; 및 상기 광원으로
부터 상기 광변소자 어레이를 통해서 인도되는 광을 스크린상에 투사하는 투사렌즈를 포함하는 투사광학
계를 구비하는 투사형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원의 발광부를 길이를 L, 타원 집광 미러의 타원의 짧
은 직경과 긴 직경의 비의 제곱을 μ, 콜리메이터렌즈의 초점 거리를 f, 렌즈어레이와 변조 소자의 개구
부까지의 거리를 m, 렌즈 어레이와 변조 소자사이의 굴절율을 n으로 할때, 하기식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타원면의 제2초점 근방 또는 제2초점 위치와 콜리메이터 렌즈와의 사이에 광선 방
향을 수정하는 광학소자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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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하기식을 만족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θ2 : 광선 방향을 수정하는 광학소자에 θ1의 광이 입사시의 광선 방향을 수정하는 광학소자로부터의 출

사광의 각도.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광선 방향을 수정하는 광학소자에 의해 광원광으로부터의 광다발의공간적 강도 분
포를 조정하는 조정 기구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타원 집광 미러와 상기 광변조소자 어레이장치 사이에 상기 타원 집광 미러와 대치
하도록 배치된 대략 구형상 오목면의 일부를 반사면으로 하는 집광 미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과 타원면의 제2초점 위치사이에 배치된 상기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광을 서로 
직교하는 2개의 편광파로 분기하는 수단 ; 상기 2개의 편광파의 한쪽의 편광파의 편광면을 다른쪽의 편광
파의 편광면과 일치시키는 수단 ; 및 상기 타원면의 제2초점 위치 근방에 집광시키는 집광 수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 어레이는 상기 광변조소자의 개구 영역을 규정하는 차광 부재의 위치보다도 
상기 광원에 대해 먼 광로상에 초점 위치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타원면의 제2초점 근방에 광학 조리개로 이루어진 광원광 제어 수단을 가지며, 광
학 조리개의 직경을 D로 하면, 하기식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과 광변조소자 어레이 사이에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광에 광의 파장에 의존하여 
다른 진행 방향을 주는 방향 분광 수단 ; 이 방향 분광 수단에 의해 분광된 광을 복수의 변조 소자로 이
루어진 변조 소자 그룹내에 입사하는 광의 파장 분포가 서로 다른 변조 소자가 적어도 한쌍 존재하도록 
상기 변조 소자 그룹의 변조 소자 사이에서,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분광결상수단을 구비하고, 각각에 변조
소자가 그 입사광의 색에 대응하는 구동 신호로 구동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분광결상수단인 렌즈와 변조소자 어레이 장치의 표시 영역을 규정하는 부재사이에 
있는 N개의 광학 매체의 두께를 Di, 굴절율을 ni(i=1∼N)으로 할 때, 변조소자 그룹내의 인접하는 2개의 

변조소자의 표시 기여부분의 중심간의 거리를 △A, 또한 그 2개의 변조소자의 각각에 입사하는 광의 대기
중에 있어서 각도차를 θ0으로 할때, 하기식을 만족하는 2개의 변조소자가 적어도 한쌍 존재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소자 그룹내의 한개의 변조소자에 상기 방향 분광 수단에 의해 공급되는 광의 
대기중에 있어서 각도의 폭(θW)이 하기식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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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소자 그룹중의 한개의 변조소자에 상기 방향 분광 수단에 의해 공급되는 광의 
대기중에서 각도의 폭(θW)에 대해 변조소자의 표시에 기여하지 않는 부분의 폭(a)과, 표시에 기여하는 부

분의 폭(b)이 하기식의 관계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조리개의, 상기 방향 분광 수단에 의해 분광되는 방향에서 조리개의 폭을 DW, 

콜리메이터 렌즈의 초점 거리를 f로 할때, 하기식에 나타내는 관계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
형 표시장치.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결상 광학계와 변조소자와의 사이에 있는 N개의 매체의 두께를 Di로 하고, 굴절율을 

ni(1∼N)으로 할때, 하기식(a)에 나타내는 변조소자의 폭(W  a)에 있어서 규정되는 각도(θWa), 하기식(b) 

및 (c)에 나타내는 θc 및 하기식(d)에 나타내는 모든 변조소자의 표시 기여부의 중심을 포함하는 최소의 

원의 직경(△Amax)에 대해 규정되는 θs에 대해 투사 렌즈의 F값이 하기식(e)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투사렌즈에 개구 조리개가 설치되며, 개구 조리개속에 투과율의 파장 분포를 가진 
영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17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린상 또는 주변의 밝기를 검출하는 조도 검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광원광 
제어수단은 상기 조도 검출 수단의 출력에 기초하여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원광의 집광각을 제어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18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광변조소자 어레이에 영상신호를 공급하는 구동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광원광 제어
수단은 상기 영상신호의 휘도 레벨에 기초하여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원광의 집광각을 제어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19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투사광학계의 F값을 검출하는 F값 검출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광원광 제어수단은 
상기 F값에 기초하여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원광의 집광각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
장치.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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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프로스팅 처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광원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
장치.

청구항 21 

제2항에 있어서, 직류 점등 광원 또는 교류 점등 광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22 

제2항에 있어서, 전극의 배치가 광변조소자에 대해 수직 또는 평행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투사형 표시장치.

청구항 23 

대략 타원면의 일부를 오목면 반사면으로 하는 타원 집광미러 ; 상기 타원 집광미러의 타원면의 제1초점 
근방에 배치되며, 길이(L)의 발광부를 가지는 광원 ; 상기 타원면의 제2초점 근방에 초점을 가지고, 초점 
거리가 f인 콜리메이터 렌즈 ; 콜리메이터 렌즈측에 렌즈 어레이를 가지는 광변조소자를 2차원적으로 배
치한 광변조소자 어레이 ; 및 투사렌즈를 구비한 투사형 표시장치에 이용하는 광변조소자 어레이에 있어
서, 상기 렌즈 어레이와 변조소자의 개구부까지의 거리를 m, 렌즈 어레이와 변조소자 사이의 굴절율을 n
으로 하고, 변조소자의 면적을 S라고 할때, 하기식을 만족하는 투사형 표시장치에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광변조소자 어레이.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광선 방향을 수정하는 광학소자를 가지며, 광선 방향을 수정하는 경우, 하기식을 
만족하는 투사형 표시장치에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변조소자 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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