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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두 광원 또는 두 라이트 밸브를 채용한 프로젝션 시스템을 개시한다. 개시된 프로젝션 시스템은, 소정 간격 이격되어 

단일 백색광을 동일방향으로 평행하게 조사하는 제1 및 제2광원과, 실린더 렌즈셀이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실린더 렌

즈셀의 회전운동을 실린더 렌즈 어레이의 직선운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제1 및 제2광원 각각으로부터 조사된 단일 

백색광을 다중 백색광으로 분광시키는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와,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 각각으

로부터 입사하는 다중 백색광을 파장대별로 복수의 색광으로 분광하여 반사시키는 제1 및 제2분광기와, 제1 및 제2

분광기 각각으로부터 입사하는 복수의 색광을 인가되는 영상신호에 따라 변조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제1 및 제2라이

트 밸브 및,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각각에서 변조된 광을 스크린으로 투사하여 영상을 표현하는 제1 및 제2투사 렌

즈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프로젝션 시스템은 스크린에 표현되는 영상의 밝기를 증가시키고 색균형을 향상시키며 색

재현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단일 광원과 단일 라이트 밸브를 채용한 프로젝션 시스템을 보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을 보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을 보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을 보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을 보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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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a는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4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에 채용되는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를 간략히 나타낸 

평면도,

도 6b는 도 6a에 도시된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를 간략히 나타낸 단면도,

도 6c는 도 6a에 도시된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의 설계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의 스크롤링 원리를 보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1a, 101b, 201a, 201b, 301, 401 ; 광원

103a, 103b, 203a, 203b, 303, 403 ;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

105a, 105b, 205a, 205b, 305, 405 ;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

107a, 107b, 207a, 207b, 307, 407 ; 플라이 아이 렌즈

109a, 109b, 209a, 209b, 309, 409a, 409b ; 릴레이 렌즈

111a, 111b, 211a, 211b ; 빔 스플리터

113a, 113b, 213, 313a, 313b, 413a, 413b ; 라이트 밸브

115a, 115b, 215, 315, 415 ; 투사렌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프로젝션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두 광원과 두 라이트 밸브를 포함하는 스크롤링 시스

템을 채용한 프로젝션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프로젝션 시스템은 고출력 램프 광원으로부터 출사된 광을 화소단위로 온-오프(on-off) 제어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라이트 밸브의 개수에 따라 삼판식과 단판식으로 나뉜다. 단판식 프로젝션 시스템은 삼판식에 비해 광학계 구조를 작

게 할 수 있으나, 백색광을 시퀀셜 방법으로 R,G,B 컬러로 분리하여 사용하므로 삼판식에 비해 광효율이 1/3로 떨어

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단판식 프로젝션 시스템의 경우에는 광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원의 개수를 증가시키

는 노력이 있었다.

일 예로 도 1은 미국 특허 제6,147,720호에 개시된 두 개의 램프와 단일 라이트 밸브를 채용한 프로젝션 시스템을 보

이고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프로젝션 시스템(10)은 90도의 각도를 이루도록 배열된 두 램프(L1, L2)와, 두 램프(L1, L2

)로부터 입사하는 빔(IB1, IB2)이 상면 및 배면의 동일 지점에 스팟(12)을 형성하도록 45도로 경사진 필터 휠(W)을 

구비한다.

램프(L1, L2)는 벌브(14), 반사경(16) 및, 초점 렌즈(18)를 구비한다. 필터 휠(W)의 환형부(20)는 램프(L1)으로부터

의 입사빔은 투과시키고 램프(L2)로부터의 입사빔은 반사시켜 라이트 밸브(LV)를 조명하는 다중빔(MB)을 형성한다.

라이트 밸브(LV)는 다중빔(MB)을 변조하여 투사 렌즈(24)를 향해 진행시키고 투사렌즈(24)는 스크린(26)에 변조된 

빔을 투사하여 영상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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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호는 라이트 밸브 조절 회로(28)로부터 입력되어 도선(30)을 통해 라이트 밸브(LV)로 인가된다. 허브모터 조

절회로(32)는 라이트 밸브 조절 회로(28)로부터 도선 (34)를 통해 인가되는 신호에 따라 필터 휠(W)에 장착된 허브 

모터(22)의 회전속도와 위상을 조절한다. 램프(L1, L2)는 도선(38, 40)을 통해 램프 전원 공급원(36)으로부터 교대로

전력이 공급된다. 참조부호 42는 라이트 밸브 조절 회로(28)에서 램프 전력 공급원(36)에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연결

도선을 나타내며, 참조부호 44는 램프 전력 공급원(36)과 허브모터 조절회로(42) 사이의 연결 도선을 나타낸다.

이러한 종래의 프로젝션 시스템은 발광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 개의 램프를 채용하고 있으나, 필터 휠(W)이 전체 

광량의 일부만을 투과시키므로 발광효율이 향상이 크지 않으며 색균형(color balace)를 맞추기가 용이하지 않고 색

재현영역이 넓지 않은 단점을 가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의 발광효율과 색균형을 동시에 향상시

키고 색재현영역을 확장시키는 프로젝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소정 간격 이격되어 단일 백색광을 동일방향으로 평행하게 조사하는 제1 및 제2광원;과

실린더 렌즈셀이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실린더 렌즈셀의 회전운동을 실린더 렌즈 어레이의 직선운동으로 전환시킴으

로써, 상기 제1 및 제2광원 각각으로부터 조사된 단일 백색광을 다중 백색광으로 분광시키는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

즈 디스크;와

상기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 각각으로부터 입사하는 다중 백색광을 파장대별로 복수의 색광으로 분광하여 

반사시키는 제1 및 제2분광기;와

상기 제1 및 제2분광기 각각으로부터 입사하는 복수의 색광을 인가되는 영상신호에 따라 변조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및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각각에서 변조된 광을 스크린으로 투사하여 영상을 표현하는 제1 및 제2투사 렌즈;를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제1 및 제2분광기와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의 사이의 광로상에 제1 및 제2플라이아이 렌즈 어레이가 구비

되고,

상기 제1 및 제2플라이아이 렌즈 어레이와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사이의 광로상에 광을 라이트 밸브에 집속시

키는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와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사이의 광로상에 위치하며, 상기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

에서 입사하는 광은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로 투사시키고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에서 반사된 광은 상기 제

1 및 제2투사 렌즈로 반사시키는 제1 및 제2빔 스플리터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및 제2분광기는 복수의 색광으로 분광할 수 있는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이며, 상기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

이 중 적어도 하나는 레드, 그린 및, 블루 광으로 분광하는 삼색 다이크로익 필터들로 이루어지거나, 상기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 중 적어도 하나는 옐로우, 시안 및, 마젠타 광으로 분광하는 삼색 다이크로익 필터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는 세 세그먼트에 세 컬러가 표현되는 컬러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또한,

소정 간격 이격되어 단일 백색광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평행하게 조사하는 제1 및 제2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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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 렌즈셀이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실린더 렌즈셀의 회전운동을 실린더 렌즈 어레이의 직선운동으로 전환시킴으

로써, 상기 제1 및 제2광원 각각으로부터 조사된 단일 백색광을 다중 백색광으로 분광시키는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

즈 디스크;와

상기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 각각으로부터 입사하는 다중 백색광을 파장대별로 복수의 색광으로 분광하여 

반사시키는 제1 및 제2분광기;와

상기 제1 및 제2분광기 각각으로부터 입사하는 복수의 색광을 인가되는 영상신호에 따라 변조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라이트 밸브; 및

상기 라이트 밸브에서 변조된 광을 스크린으로 투사하여 영상을 표현하는 투사 렌즈;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제1 및 제2분광기와 상기 라이트 밸브 사이의 광로상에 제1 및 제2플라이아이 렌즈 어레이가 구비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상기 제1 및 제2플라이아이 렌즈 어레이와 상기 라이트 밸브 사이의 광로상에 광을 라이트 밸브에 집속시키는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와 상기 라이트 밸브 사이의 광로상에 위치하며, 상기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에서 입사하

는 광은 상기 라이트 밸브로 투사시키고 상기 라이트 밸브에서 반사된 광은 상기 투사 렌즈로 반사시키는 빔 스플리

터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및 제2분광기는 복수개의 색광으로 분광할 수 있는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이며, 상기 다이크로익 필터 어

레이 중 적어도 하나는 레드, 그린 및, 블루 광을 분광하는 삼색 다이크로익 필터들로 이루어지거나, 상기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 중 적어도 하나는 옐로우, 시안 및, 마젠타 광을 분광하는 삼색 다이크로익 필터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하다.

상기 라이트 밸브는 세 세그먼트에 세 컬러가 표현되는 컬러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또한,

단일 백색광을 조사하는 광원;과

실린더 렌즈셀이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실린더 렌즈셀의 회전운동을 실린더 렌즈 어레이의 직선운동으로 전환시킴으

로써, 상기 광원으로부터 조사된 단일 백색광을 다중 백색광으로 분광시키는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와

상기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로부터 입사하는 다중 백색광을 파장대별로 복수의 색광으로 분광하여 반사시키는 분광기

;와

상기 분광기로부터 입사하는 복수의 색광을 파장에 따라 두 광로로 분리하는 컬러 스플리팅 필터;와

상기 두 광로로 분리되어 입사하는 각 색광을 인가되는 영상신호에 따라 변조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및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각각에서 변조된 광을 스크린으로 투사하여 영상을 표현하는 투사 렌즈;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을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분광기와 상기 컬러 스플리팅 필터 사이의 광로상에 플라이아이 렌즈 어레이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상기 플라이아이 렌즈 어레이와 상기 컬러 스플리팅 필터 사이의 광로상에 광을 라이트 밸브에 집속시키는 릴레이 렌

즈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분광기는 복수개의 색광으로 분광할 수 있는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이며, 상기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는 옐로

우 및 바이올렛 광으로 분광하는 다이크로익 필터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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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라이트 밸브는 한 세그먼트에 한 컬러가 표현되는 컬러바가 형성되며, 상기 제2라이트 밸브는 두 세그먼트에

두 컬러가 표현되는 컬러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또한,

단일 백색광을 조사하는 광원;과

상기 광원으로부터 입사하는 복수의 색광을 파장에 따라 두 광로로 분리하는 컬러 스플리팅 필터;와

일 광로상에 위치하며, 실린더 렌즈셀이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실린더 렌즈셀의 회전운동을 실린더 렌즈 어레이의 직

선운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상기 광원으로부터 조사된 단일 백색광을 다중 백색광으로 분광시키는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와

상기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로부터 입사하는 다중 백색광을 파장대별로 복수의 색광으로 분광하여 반사시키는 분광기

;와

상기 두 광로로 분리되어 입사하는 각 색광을 인가되는 영상신호에 따라 변조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및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각각에서 변조된 광을 스크린으로 투사하여 영 상을 표현하는 투사 렌즈;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분광기와 상기 제2라이트 밸브의 사이의 광로상에 플라이아이 렌즈 어레이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플라이아이 렌즈 어레이와 상기 컬러 스플리팅 필터 사이의 광로상에 광을 라이트 밸브에 집속시키는 릴레이 렌

즈가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분광기는 복수개의 색광으로 분광할 수 있는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이며, 상기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는 옐로

우 및 바이올렛 광으로 분광하는 다이크로익 필터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라이트 밸브는 한 세그먼트에 한 컬러가 표현되는 컬러바가 형성되며, 상기 제2라이트 밸브는 두 세그먼트에

두 컬러가 표현되는 컬러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을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에서 라이트 밸브에서 변조

된 광이 투사렌즈를 통과한 다음 스크린으로 진행하는 광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생략하였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제1 및 제2조명 광학계(100a, 100b)가 미러 대칭되게 배열되어 하나의 스크린에 영상을 표현한다. 

제1 및 제2조명 광학계(100a, 100b)는 제1 및 제2조명(101a, 101b)과,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103a, 103

b)와, 제1 및 제2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105a, 105b)와, 제1 및 제2플라이 아이 렌즈(107a, 107b)와, 제1 및 제2릴

레이 렌즈(109a, 109b), 제1 및 제2빔 스플리터(111a, 111b) 및,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113a, 113b)를 구비한다.

제1 및 제2광원(101a, 101b)은 동일방향으로 단일 백색광(SL; Single Light)을 나란하게 조명하며, 제1 및 제2광원(

101a, 101b)으로부터 출사된 백색광은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103a, 103b)를 통과하면서 다중 백색광(ML

; Multi Light)으로 분광되고, 상기 다중 백색광(ML)은 제1 및 제2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105a, 105b)를 통과하면

서 복수의 색광으로 분리되어 제1 및 제2플라이 아이 렌즈(107a, 107b)를 향한다. 제1 및 제2플라이 아이 렌즈(107a

, 107b)를 통과한 각 색광은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109a, 109b)를 통과한 다음 제1 및 제2빔 스플리터(111a, 111b)

를 투과하여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113a, 113b)에 도달한다.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113a, 113b)에 도달한 광은 인

가되는 전기적인 영상신호에 따라 광이 변조되며, 변조된 광은 제1 및 제2빔 스플리터(111a, 111b)에서 반사되어 투

사 렌즈(115a, 115b)를 통과해 스크린(S)에 도달한다.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4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은 본 출원인이 국내특허출원 제2002-40399호에서 발명한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를 채용한 스크롤링 조명 광학계에서 광원과 라이트 밸브를 두 개 이하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도 6a 내지 6c는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4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에 채용되는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의 평면도,

단면도 및 설계조건을 위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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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a를 참조하면,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70)는 실린더 렌즈셀(77)이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형성되고, 그 단면 형상을

보면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린더렌 즈 어레이 구조를 가지며, 곡률반경 r arc 를 갖는 균일한 원호 형상으로 이

루어져 있다.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70)는 인벌루트(involute) 함수를 이용하여 나선형의 형상으로 제작된다. 인벌루

트 함수는 기어 설계 등에 자주 사용되는 함수로, 실패에서 실을 풀었을 때 실 끝이 지나가는 자취라고 할 수 있다. 도 

6c를 참조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70)의 중심원(71)의 어느 한 접점(P)에서 임의의 점

(Q)까지 접선을 긋고, 선분 를 등분하여 가상의 등분점 p1,p2,p3,p4을 가정한다. 이들 각 점을 동일한 실패에서 

일정 길이만큼 짧게 감긴 실의 끝점이라고 볼 때 하기의 식을 얻을 수 있다.

수학식 1

상기 식에서 r은 중심원(71)의 반경을, l은 선분 의 길이를, θ는 l의 길이를 갖는 실이 상기 중심원(71)에 감겨있

던 각도를, 는 원점(O)에서 점 P까지의 벡터를 나타낸다. 여기서, 는 점P에서 접선방향으로 그은 벡터이므

로, 는 의 탄젠셜 벡터이고, 그 크기는 l이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2

상기 수학식 1과 2에 의하면,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수학식 3

다음, 의 탄젠셜 벡터를 라 하고, 그 크기를 l이라 하면 는 다음과 같다.

수학식 4

여기서, 점들(p1)(p2)(p3)(p4)에 의한 벡터 를 고려할 때 중심원(71)에서의 접점(P)이 동일하고

각 벡터에 대해 r과 θ가 동일하므로 상기 수학식 4에 의하면 각 점에서의 탄젠셜 벡터( )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파이럴 형상의 인접한 곡선(Q1,Qk)은 각각의 곡선을 원점(O)을 중심으로 소정 각도(θ 2 )로 회전 이동한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를 n개의 셀로 등분한 것으로 가정할 때 인접 곡선 사이의 회전각 θ 2 는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수학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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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에 의하면 의 크기 l은 θ에 비례하므로 위에 있는 각 점들(p1)(p2)(p3)(p4) 사이의 간격(d)도 소정

각도 θ 2 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들 각 점들(p1)(p2)(p3)(p4)은 스파이럴 형상의 인접한 곡선 위의 임의의 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점들(p1)(p2)(p3)(p4) 사이의 간격은 인접 곡선(Q,Qk)간의 최단 간격(d)과 같으며, 이 간격(d)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수학식 6

상기 수학식 6에 의하면, n과 r이 일정하므로 인접 곡선간 최단 거기 간격(d)은 일정함을 알 수 있다. 한편, k번째 곡

선의 좌표 Qk는 첫 번째 곡선 Q를 (k-1)*θ 2 만큼 회전하였을 때의 좌표이다. 따라서, k번째 곡선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수학식 7

여기서, Rot는 어느 점을 임의의 각도로 회전시키는 회전단위 벡터를 나타낸다. 상기 수학식 7을 행렬식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수학식 8

상기 수학식 8을 이용하여 k번째 곡선의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학식 9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의 곡선은 상기 수학식 9에 의한 궤적에 따라 형성할 수 있으며, 곡선식에서 스파이럴 렌즈 디

스크의 단면 형상은 곡률반경 r arc 로 동일하게 형성되고, 그 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또한, 이웃하는 

곡선 사이의 거리(d)는 수학식 6을 이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전체 형상을 설계할 수 있다. 상기 수학식에서 스파이럴 렌

즈 디스크의 내경은 실패 즉, 중심원(71)의 내경(r)보다 커야 하며, 외경에는 제한이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

에 따른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는 실패 즉, 중심원(71)의 임의의 접선에 대해 동일한 간격으로 법선을 긋고, 상기 접선

과 법선의 교점 (p1)(p2)(p3)(p4)에서의 탄젠셜 벡터가 동일한 조건을 만족하는 나선형의 형상을 갖도록 제작된다. 

여기서, d가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에서 이웃하는 실린더 렌즈셀 사이의 최단 거리가 되고, 상기 교점 (p1)(p2)(p3)(p4

)에서의 탄젠셜 벡터가 동일하므로 각 실린더 렌즈셀의 형상이 동일한 곡률을 가진다.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70)의 실린더 셀(77)의 개수는 라이트 밸브의 동작 주파수와 동기를 맞추기 위해 조절될 수 있

다. 즉, 라이트 밸브의 동작 주파수가 빠르면 더 많은 렌즈셀을 구비함으로써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70)의 회전 속도

는 일정하게 하면서 스크롤링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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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으로,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70)의 렌즈셀(77)의 개수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70)의

회전 주파수를 높임으로써 라이트 밸브의 동작주파수와 동기를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이트 밸브의 동작주파수가

960Hz일 때, 즉 1프레이당 1/960초로 동작하고, 1초에 960 프레임을 재생할 때, 스파이 럴 렌즈 디스크(70)는 다음

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스파이럴 실린더렌즈 디스크(70)의 최외주 직경은 140mm이고, 최내주 직경은 60mm이며, 각 스파이럴 렌즈셀의 개

수는 32개이고, 그 폭은 5.0mm이고, 그 곡률반경은 24.9mm일 수 있다. 여기서,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70)가 1회 회

전시 32프레임을 재생한다고 할 때, 1초에 960 프레임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1초에 30번 회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속

도로는 스파이럴 실린더 렌즈 디스크(70)를 60초에 1800회 회전시켜야 하므로 1800rpm의 회전속도를 갖도록 회전

된다. 또한, 라이트 밸브의 동작주파수가 0.5배 증가하여 1440Hz로 동작할 때에는 이 동작 주파수와 동기를 맞추기 

위해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70)를 2700rpm의 회전속도로 회전시킨다.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103a, 103b)의 스크롤링 작용을 다시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를 참조하면, 제1 및 제2광원(101a, 101b)에서 조사된 광이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103a, 103b)를 통

과하면서 렌즈셀(77)에 의해 단일 백색광에서 다중 백색광으로 변화되어 제1 및 제2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105a, 1

05b)에 입사된다. 제1 및 제2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105a, 105b)는 분리하고자 하는 색광의 수에 따라 복수개의 다

이크로익 필터로 구성되고, 복수개의 다이크로익 필터는 서로 평행하게 배치된다.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103a, 103b)를 통과한 광은 파장에 따라 서로 다른 각도의 수렴광으로 진행되어 복

수개의 다이크로익 필터에 의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반사된다. 제1 및 제2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에서 반사된 복수의

색광은 제1 및 제2플라이 아이 렌즈(107a, 107b)에 의해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111a, 111b)로 1:1 전송되고, 릴레

이 렌즈(109a, 109b)를 통과하여 제1 및 제2라이트밸브(113a, 113b)에 초점을 맺는다.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103a, 103b)의 각 렌즈셀과 플라이 아이 렌즈(107a, 107b)의 각 렌즈셀은 1:1 매칭

되고,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109a, 109b)는 전방 또는 후방에 콘덴서 렌즈가 더 배치될 수 있다. 여기서, 제1 및 제2

플라이 아이 렌즈(107a, 107b)에 의해 1:1 전송된 광은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109a, 109b)를 거쳐 제1 및 제2라이

트 밸브(113a, 113b) 상면에 중첩되어 맺힘으로써 컬러바(113a', 113b')를 형성한다.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103a, 103b)를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키면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113a, 113b)에 

형성되는 컬러바(113a', 113b')도 스크롤링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4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에서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를 회전시킴에 따라 컬러바

가 회전하는 원리를 간략히 보인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가 일정 속도로 회전하면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를 구성하는 하부 렌즈셀이 상

부로, 상부 렌즈셀이 하부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를 통과하는 광은 렌즈셀이 이동함에 따라

출사광의 광로가 연속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라이트 밸브에 초점이 맺히는 위치도 달라지게 되어 도시된 바

와 같이 컬러바가 RGB의 순서에서 GBR로 다시 BRG로 스크롤링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에서 제1 및 제2조명광학계(100a, 100b)를 이용하여 하나의 스크린(S)

에 단일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1 및 제2광원(101a, 101b)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기와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103a, 103b)의 회전 속도 및,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113a, 113b)에 인가되는 영상신호를 동일하게 맞추어 

제1 및 제2조명 광학계(100a, 100b)에 의해 스크린(S)에 투사되는 영상이 종래의 프로젝션 시스템에 비해 두 배의 

밝기를 가지고 두 배의 선명도를 가지게 할 수 있다.

또한, 제1 및 제2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105a, 105b)의 적어도 하나를 도시된 바와 같이 레드(R), 그린(G) 및 블루(

B)의 각 색광으로 분리하는 삼색 다이크로익 필터들을 구비하는 대신 옐로우(Y), 시안(C) 및 마젠타(M)의 각 색광으

로 분리하는 삼색 다이크로익 필터를 사용하여 색균형(color balance)을 향상시키고 색재현영역(color gamut)을 확

장시킬 수 있다.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 대신 분광기로서 다른 광학소자가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복수의 색광

에 대한 설정도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복수의 색광은 R, G, B와 같은 프라이머리 컬러(primary color

s) 또는 Y, C, M와 같은 캄플러멘터리 컬러(complimentary color)가 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을 보인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은,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나란하게 단일 백색광을 

조명하는 제1 및 제2광원(201a, 201b)과, 제1 및 제2광원(201a, 201b)에서 입사하는 단일 백색광(SL)을 다중 백색

광(ML)으로 변화시켜 광을 스크롤링하는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203a, 203b)와,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공개특허 10-2004-0019767

- 9 -

디스크(203a, 203b)에서 입사하는 다중 백색광(ML)을 복수의 색광(R, G, B)으로 분리시키는 제1 및 제2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205a, 205b)와, 제1 및 제2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205a, 205b)에서 분리 반사된 복수의 각 색광(R, G,

B)을 라이트 밸브(213)로 1:1 전송하는 제1 및 제2플라이 아이 렌즈(207a, 207b)와, 제1 및 제2플라이 아이 렌즈(20

7a, 207b)를 통과한 복수의 색광(R, G, B)을 라이트 밸브(213)로 집속시키는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209a, 209b)를 

포함한다.

또한, 인가되는 영상신호에 따라 집속된 각 색광을 변조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라이트 밸브(213)와, 제1 및 제2 릴레

이 렌즈(209a, 209b)와 라이트 밸브(213) 사이의 광로 상에 배치되어,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209a, 209b)를 통과한

광을 라이트 밸브(213)로 향하게 하고, 라이트 밸브(213)에서 출사된 광을 투사렌즈(215)로 향하게 하는 제1 및 제2 

빔 스플리터(211a, 211b) 및, 변조된 광을 스크린(미도시)에 투사하여 영상을 표현하는 투사 렌즈(215)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에 채용되는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203a, 203b)를 포함한 광

학 소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에서 상술한 바와 동일하다. 다만,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과 달리 라이트 밸브를

두 개가 아닌 한 개만을 구비하는 점이 상이하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도 두 개의 광원을 구

비하므로 종래의 단 일 광원을 구비하는 프로젝션 시스템에 비해 두 배의 밝기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도시된 라이트 밸브(213) 상에 형성되는 컬러바(213')는 레드(R), 그린(G) 및, 블루(B)광을 분리하는 다이크로익 필

터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제2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205b)를 옐로우(Y), 시안(C) 및, 마젠타(M)광을 분리하

는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205c)로 대체하는 경우 컬러바(213')는 컬러바(213')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의 교체를 통해 다양한 색감의 영상을 표현하여 색균형을 향상시키고 색재현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에서 하나의 스크린(S)에 단일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1 및 제2광

원(201a, 201b)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기와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203a, 203b)의 회전 속도 및, 제1 및 제

2라이트 밸브(213a, 213b)에 인가되는 영상신호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을 보인 구성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은, 단일 백색광을 조명하는 광원(301)과, 광원(301)

에서 입사하는 단일 백색광(SL)을 다중 백색광(ML)으로 변화시켜 광을 스크롤링하는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303)와,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303)에서 입사하는 다중 백색광(ML)을 복수의 색광(Y, V)으로 분리시키는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305)와,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305)에서 분리 반사된 복수의 각 색광(Y, V)을 라이트 밸브(313a, 313b)로 

1:1 전송하는 플라이 아이 렌즈(307)와, 플라이 아이 렌즈(307)를 통과한 복수의 색광(Y, V)을 제1 및 제2라이트 밸

브(313a, 313b)로 집속시키는 릴레이 렌즈(309)와, 릴레이 렌즈(309)를 통 과한 복수의 색광을 파장에 따라 광로를 

분리하는 컬러 스플리팅 필터(317)와, 컬러 스플리팅 필터(317)에서 분리되어 입사하는 각 색광을 인가되는 영상신

호에 따라 변조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313a, 313b) 및, 변조되어 컬러 스플리팅 ??터(317)를 

다시 통과하여 입사하는 광을 스크린(미도시)에 투사하여 영상을 표현하는 투사 렌즈(315)를 포함한다.

컬러 스플리팅 필터(317)는 입사광을 프라이머리 컬러(R, G, B)로 분광시켜 제1라이트 밸브(313a)에는 한 세그먼트

에 하나의 컬러(R)가 표현되는 컬러바(313a')를, 제2라이트 밸브(313b)에는 두 세그먼트에 두 컬러(G, B)가 표현되는

컬러바(313b')를 형성시킨다.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303)의 회전에 따라 제1라이트 밸브(313a) 및 제2라이트 밸브(3

13b)의 각각에 표현되는 컬러바(313a')(313b')의 색상의 위치는 변화될 수 있으나 세그먼트는 각각 하나와 두 개로 

고정되어 표현된다. 또한,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305)에 구비되는 다이크로익 필터들을 다른 복수의 색광을 분리하

도록 교체하여 다양한 컬러바를 형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에 채용되는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303)를 포함한 광학 소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에서 상술한 바와 동일하며, 다만, 본 발명의 제1실

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과 달리 광원을 두 개가 아닌 한 개만을 구비하므로,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 플라이 아이 렌즈 및, 릴레이 렌즈를 한 개씩 구비하는 점이 상이하다.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프로

젝션 시스템은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를 구비하므로 종래의 단일 광원을 구비하는 프로젝션 시스템에 비해 색균형의 

향상과 색재현영역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에서 하나의 스크린(S)에 단일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원(301)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기와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303)의 회전 속도 및,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313a, 313b)에 인가되

는 영상신호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을 보인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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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은, 단일 백색광을 조명하는 광원(401)과, 광원(401)

에서 입사하는 단일 백색광(SL)을 파장에 따라 복수의 색광으로 분리하여 제1색광(L1), 여기서 레드광(R)은 제1라이

트 밸브(413a)로 진행시키고 제2색광(L2)은 제2라이트 밸브(413b)로 진행시키는 컬러 스플리팅 필터(417)와, 컬러 

스플리팅 필터(417)에서 분리된 광 중 제2색광의 광로상에 위치하여 단일 백색광을 다중 백색광으로 변화시켜 광을 

스크롤링하는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403)와,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403)에서 입사하는 다중 백색광을 복수의 색광, 

여기서는 그린(G) 및 블루광(B)으로 분리시키는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405)를 구비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은,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405)에서 분리 반사된 복수의 각 색

광(G, B)을 제2라이트 밸브(413b)로 1:1 전송하는 플라이 아이 렌즈(407)와, 컬러 스플리팅 필터(417)에서 분리된 

제1색광(L1)을 제1라이트 밸브(413a)로 집속시키는 제1릴레이 렌즈(409a)와 플라이 아이 렌즈(407)를 통과한 복수

의 색광(G, B)을 제2라이트 밸브(413b)로 집속시키는 릴레이 렌즈(409b)와,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409a, 409b)를 

통과한 복수의 색광을 인가되는 영상신호에 따라 변조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413a, 413b) 및, 

변조된 광을 스크린(미도시)에 투사하여 영상을 표현하는 투사 렌즈(415)를 포함한다.

컬러 스플리팅 필터(417)는 입사광을 프라이머리 컬러(R, G+B)로 분광시켜 제1라이트 밸브에는 한 세그먼트에 하나

의 컬러(R)가 표현되는 컬러바(413a')를, 제2라이트 밸브에는 두 세그먼트에 두 컬러(G, B)가 표현되는 컬러바(413b'

)를 형성시킨다.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403)의 회전에 따라 제2라이트 밸브(413b)에 표현되는 컬러바(413b')의 색상

이 표현되는 위치는 변화될 수 있으나 세그먼트는 각각 하나와 두 개로 고정되어 표현된다. 또한, 다이크로익 필터 어

레이(405)에 구비되는 다이크로익 필터들을 다른 복수의 색광을 분리하도록 교체하여 다양한 컬러바를 형성할 수 있

음은 상술한 바와 동일하다.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에 채용되는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403)를 포함한 광학 소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에서 상술한 바와 동일하며, 다만, 본 발명의 제1실

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과 달리 광원을 두 개가 아닌 한 개만을 구비하고, 컬러 스플리팅 필터를 사용하여 광로

를 분리시키므로,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 및, 플라이 아이 렌즈를 한 개씩 구비하는 점이 상이

하다.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은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를 구비하므로 종래의 단일 광원을 구비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에 비해 색균형의 향상과 색재현영역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에서 하나의 스크린(S)에 단일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원(401)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기와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403)의 회전 속도 및,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413a, 413b)에 인가되

는 영상신호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한다.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4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에서 투사렌즈를 포함하는 투사광학계의 구성은 종래의 기술

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였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4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시스템의 구동은 라이트 밸브를 구동하는 칩을 설계를 단순화하여 제

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를 채용하는 조명광학계를 구비하는 프로젝션 시스템에서 두 개의 광원 또는 두 개의

라이트 밸브를 채용함으로써 스크린에 표현되는 영상의 발광효율과 색균형을 향상시키고 색재현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상기한 설명에서 많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들은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라기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예시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다양한 분광기

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정하여 질 것이 아니고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하여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제공되는 프로젝션 시스템의 장점은 두 개의 광원 또는 두 개의 라이트 밸브를 구비하

여 스크린에 표시되는 영상의 밝기와 색균형을 향상시키고 색재현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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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소정 간격 이격되어 단일 백색광을 동일방향으로 평행하게 조사하는 제1 및 제2광원;

실린더 렌즈셀이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실린더 렌즈셀의 회전운동을 실린더 렌즈 어레이의 직선운동으로 전환시킴으

로써, 상기 제1 및 제2광원 각각으로부터 조사된 단일 백색광을 다중 백색광으로 분광시키는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

즈 디스크;

상기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 각각으로부터 입사하는 다중 백색광을 파장대별로 복수의 색광으로 분광하여 

반사시키는 제1 및 제2분광기;

상기 제1 및 제2분광기 각각으로부터 입사하는 복수의 색광을 인가되는 영상신호에 따라 변조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및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각각에서 변조된 광을 스크린으로 투사하여 영상을 표현하는 제1 및 제2투사 렌즈;를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분광기와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의 사이의 광로상에 제1 및 제2플라이아이 렌즈 어레이가 구비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플라이아이 렌즈 어레이와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사이의 광로상에 광을 라이트 밸브에 집속시

키는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와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사이의 광로상에 위치하며, 상기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

에서 입사하는 광은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로 투사시키고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에서 반사된 광은 상기 제

1 및 제2투사 렌즈로 반사시키는 제1 및 제2빔 스플리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분광기는 복수의 색광으로 분광할 수 있는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 중 적어도 하나는 레드, 그린 및, 블루 광으로 분광하는 삼색 다이크로익 필터들로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 중 적어도 하나는 옐로우, 시안 및, 마젠타 광으로 분광하는 삼색 다이크로익 필터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8.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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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는 세 세그먼트에 세 컬러가 표현되는 컬러바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9.
소정 간격 이격되어 단일 백색광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평행하게 조사하는 제1 및 제2광원;

실린더 렌즈셀이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실린더 렌즈셀의 회전운동을 실린더 렌즈 어레이의 직선운동으로 전환시킴으

로써, 상기 제1 및 제2광원 각각으로부터 조사된 단일 백색광을 다중 백색광으로 분광시키는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

즈 디스 크;

상기 제1 및 제2스파이럴 렌즈 디스크 각각으로부터 입사하는 다중 백색광을 파장대별로 복수의 색광으로 분광하여 

반사시키는 제1 및 제2분광기;

상기 제1 및 제2분광기 각각으로부터 입사하는 복수의 색광을 인가되는 영상신호에 따라 변조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라이트 밸브; 및

상기 라이트 밸브에서 변조된 광을 스크린으로 투사하여 영상을 표현하는 투사 렌즈;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분광기와 상기 라이트 밸브 사이의 광로상에 제1 및 제2플라이아이 렌즈 어레이가 구비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플라이아이 렌즈 어레이와 상기 라이트 밸브 사이의 광로상에 광을 라이트 밸브에 집속시키는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와 상기 라이트 밸브 사이의 광로상에 위치하며, 상기 제1 및 제2릴레이 렌즈에서 입사하

는 광은 상기 라이트 밸브로 투사시키고 상 기 라이트 밸브에서 반사된 광은 상기 투사 렌즈로 반사시키는 빔 스플리

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13.
제 9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분광기는 복수개의 색광으로 분광할 수 있는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 중 적어도 하나는 레드, 그린 및, 블루 광을 분광하는 삼색 다이크로익 필터들로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 중 적어도 하나는 옐로우, 시안 및, 마젠타 광을 분광하는 삼색 다이크로익 필터들로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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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 또는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트 밸브는 세 세그먼트에 세 컬러가 표현되는 컬러바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17.
단일 백색광을 조사하는 광원;

실린더 렌즈셀이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실린더 렌즈셀의 회전운동을 실린더 렌즈 어레이의 직선운동으로 전환시킴으

로써, 상기 광원으로부터 조사된 단일 백색광을 다중 백색광으로 분광시키는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

상기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로부터 입사하는 다중 백색광을 파장대별로 복수의 색광으로 분광하여 반사시키는 분광기

;

상기 분광기로부터 입사하는 복수의 색광을 파장에 따라 두 광로로 분리하는 컬러 스플리팅 필터;

상기 두 광로로 분리되어 입사하는 각 색광을 인가되는 영상신호에 따라 변조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및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각각에서 변조된 광을 스크린으로 투사하여 영상을 표현하는 투사 렌즈;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분광기와 상기 컬러 스플리팅 필터 사이의 광로상에 플라이아이 렌즈 어레이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

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이아이 렌즈 어레이와 상기 컬러 스플리팅 필터 사이의 광로상에 광을 라이트 밸브에 집속시키는 릴레이 렌

즈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20.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분광기는 복수개의 색광으로 분광할 수 있는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는 옐로우 및 바이올렛 광으로 분광하는 다이크로익 필터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22.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라이트 밸브는 한 세그먼트에 한 컬러가 표현되는 컬러바가 형성되며, 상기 제2라이트 밸브는 두 세그먼트에

두 컬러가 표현되는 컬러바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23.
단일 백색광을 조사하는 광원;

상기 광원으로부터 입사하는 복수의 색광을 파장에 따라 두 광로로 분리하는 컬러 스플리팅 필터;

일 광로상에 위치하며, 실린더 렌즈셀이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실린더 렌즈셀 의 회전운동을 실린더 렌즈 어레이의 직

선운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상기 광원으로부터 조사된 단일 백색광을 다중 백색광으로 분광시키는 스파이럴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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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상기 스파이럴 렌즈 디스크로부터 입사하는 다중 백색광을 파장대별로 복수의 색광으로 분광하여 반사시키는 분광기

;

상기 두 광로로 분리되어 입사하는 각 색광을 인가되는 영상신호에 따라 변조하여 화상을 형성하는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및

상기 제1 및 제2라이트 밸브 각각에서 변조된 광을 스크린으로 투사하여 영상을 표현하는 투사 렌즈;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분광기와 상기 제2라이트 밸브의 사이의 광로상에 플라이아이 렌즈 어레이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

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이아이 렌즈 어레이와 상기 컬러 스플리팅 필터 사이의 광로상에 광을 라이트 밸브에 집속시키는 릴레이 렌

즈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26.
제 23 항 또는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분광기는 복수개의 색광으로 분광할 수 있는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크로익 필터 어레이는 옐로우 및 바이올렛 광으로 분광하는 다이크로익 필터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청구항 28.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라이트 밸브는 한 세그먼트에 한 컬러가 표현되는 컬러바가 형성되며, 상기 제2라이트 밸브는 두 세그먼트에

두 컬러가 표현되는 컬러바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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