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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57) 요약

본 발명은 프로젝션 스크린(26,56,86) 상에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0,40,60,70)에 대한

것이다. 이 디바이스는 광 조정 구성요소(18,48,78)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공간 광 변조기(16,46,62,76)와 상기 변조기를

조명하기 위해 배열되는 광원(12,42,72)을 포함한다. 이 디바이스는, 상기 변조기의 각 광 조절 구성요소는 적어도 1차원

에서 발산광에 의해 조명되며, 상기 광은 상기 변조기에 의해 공간적으로 변조되는 점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 본 발명에 따

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이점은 매우 컴팩트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이러한 프로젝션 디

스플레이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핸드헬드 디바이스에 대한 것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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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 변조 구성요소(18,48,78)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공간 광 변조기(16,46,62,76); 및

상기 변조기를 조명하기 위해 배열되는 광원(12,42,72)을 포함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0,40,60,70)로서,

상기 변조기의 각 광 변조 구성요소는 적어도 1차원으로 발산하는 광에 의해 조명되며, 상기 광은 상기 변조기에 의해 공

간적으로 변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적으로 변조된 광은 발산적으로 프로젝션 스크린(26,56)상에 투사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각 광 변조 구성요소에서 회절의 각도(θ)는, 광원으로부터 보면, 2개의 근접한 광 변조 구성요소 사이의 각도(θ) 이하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변조기(16,46,62)를 제어하기 위해 배열되는 제어 디바이스(19,50)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제어 디바이스는 상기 수신된 이미지 데이터 및 각 광 변조 구성요소에서 광의 회절 패턴에 기반한 변조기의 광 변조

구성요소(18,48)를 제어하기 위해 적응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프로젝션 스크린(86) 상에 광을 투사하기 위한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82)를 더 포함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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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82)는 프로젝션 렌즈(84)의 어레이를 포함하되, 각 프로젝션 렌즈(84)는 광 변조 구성요소의

세트로 결합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은 빔 형성 광학계(14,44,74)를 포함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기(16,46,62,76)는 투과형 또는 반사형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기는 1D 변조기(16)이고, 상기 디바이스는 2D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변조기에 의해 변조된 광을 스캐닝

하기 위한 수단(22)을 더 포함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1D 변조기(16)는 호일바 광 밸브의 1-차원 어레이이고, 상기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1D 변조기에 의해 변

조된 광을 필터링하기 위한 수단(22)을 더 포함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기는 2D 변조기(46,62,76)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2D 변조기(46,62,76)는 투과형 LCD 패널, 반사형 LCD 패널 및 디지털 거울 디바이스 중 하나인, 프로젝션 디스플레

이 디바이스.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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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12,42,72)은 적어도 하나의 레이저 소스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14.

제 1항의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핸드헬드 디바이스.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헬드 디바이스는 이동 전화기인, 핸드헬드 디바이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변조기를 조명하기 위해 배열되는 광원 및 광 변조 구성요소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공간 광 변조기를 포함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러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핸드헬

드 디바이스에 대한 것이다.

배경기술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다른 프로젝터 중에서도, 예를 들면 휴대용 비디오 프로젝터에서 사용된다. 프로젝션 디

스플레이 디바이스는 보통 변조기, 즉 이미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조명하기 위해 배열되는 광원을 포함하며, 상기 변조기는

이어서 이미지 정보로 입사광을 변조한다. 그 다음에, 변조된 광은 프로젝션 렌즈에 의해 프로젝션 스크린 상으로 투사된

다. 광은, 스캐닝거울, 예를 들면 2-차원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변조기가 광 변조 구성요소의 1-차원(1D) 어레이인 경

우, 1-차원(ID) 스캐너를 통하여 투사된다. 2D 변조기가 사용된 경우, 스캐너는 생략될 수 있다.

1-차원 광 밸브 어레이 및 1-차원 스캐닝 거울을 포함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미국특허 제US5982553호에

공개되어 있다. US5982553에서, 광 밸브 어레이는 시준 광으로 조명된다. 광 밸브 어레이는 구성요소가 "온" 또는 "오프"

인 지에 의존하여, 입사광을 회절시키거나 또는 반사하는 변조기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회절되고 반사된 빔은 프

로젝션 렌즈를 통과한다. 반사된 광 빔은 프로젝션 렌즈의 초점으로 수렴하고, 이 렌즈에서 스톱(stop)은 반사된 빔을 차단

하기 위해 위치하게 된다. 한편 회절된 광은 상이한 촛점에 수렴하고 이 스톱(stop)을 통과한다. 이 결과는 광 밸브 어레이

의 이미지, 즉 프로젝션 스크린 상에 투사된 수직 또는 수평 변조된 라인 이미지가 되며, 이 라인 이미지는 2-차원 이미지

를 형성하기 위해 스캐닝 거울에 의해 스캐닝된다.

그러나, US5982553에서 프로젝션 렌즈는 반사된 빔을 차단하기 위해 변조기와 동일한 크기가 되어야 한다. 더욱이, 렌즈

는 초고감도의 선명한 화상을 얻기 위해 변조기로부터 렌즈의 촛점 길이와 동일한 거리에 놓인다. 또한, 상기 스톱은 렌즈

로부터 떨어져서 대략 촛점 길이에서 놓여야만 한다. 따라서, 변조기로부터 최소 경로 길이는 촛점 길이의 약 2배가 된다.

프로젝션 렌즈의 최소 촛점 길이는 약 렌즈의 반경이 되며, 이는 프로젝션 시스템이 매우 콤팩트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콤팩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예를 들면 이동 전화기와 같은 핸드헬드 디바이스에서 사용된 경

우 바람직하다.

또한, 2-차원 변조기, 예를 들면 LCD-패널을 가지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경우에서, 변조기와 같은 적어도

동일 크기를 가지는 프로젝션 렌즈가 필요하다. 렌즈는 패널로부터 렌즈의 약 촛점 길이의 거리에 놓여야 된다. 그러므로,

상당한 볼륨이 프로젝션 시스템에 의해 여전히 취해진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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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컴팩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 개선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설명으로부터 명백할 이 목적 및 다른 목적은 도입부에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의해 달성되며, 이 변조기

의 각 광 변조 구성요소는 적어도 하나의 차원으로 발산하는 광에 의해 조명되며, 이 광은 변조기에 의해 공간적으로 변조

된다.

변조기 패널을 조명하는 광은 그 범위 미만에서 광이 광 변조 구성요소에 닿는 각도의 범위는 광이 다른 광 변조 구성요소

에 닿는 각도의 범위와 중첩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발산한다.

본 발명에 따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가지는 이점은 매우 컴팩트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라, 변조기 패널로부터 공간적으로 변조된 광은 임의의 프로젝션 렌즈를 통과할 필요 없이도,

프로젝션 스크린 상으로 발산적으로 투사된다. 그러므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새도우 플레이(shadow play)

로서 기본적으로 동작하며, 이때 이미지는 프로젝션 스크린 상의 변조기 패널의 음영을 효과적으로 투사함으로써 생성된

다. 이는 변조기 패널 상의 이미지가 프로젝션 스크린과 같은 임의의 특정 평면에서 광학적으로 촛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프로젝션 렌즈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매우 컴팩트한 프로젝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특히

만일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무게 및 크기가 문제가 되는 핸드헬드 디바이스에서 병합된다면 유리하다. 또한, 프

로젝션 렌즈의 부재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제조를 더 저렴하게 만든다.

바람직하게는, 각 광 변조 구성요소에서 회절 각은, 광원으로부터 보여질 때, 2개의 근접 광 변조 구성요소 사이의 각도와

동일 또는 이 보다 더 작다. 이는 예를 들면 일정 크기의 광 변조 구성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심지어 더 바람

직하게는, 광원으로부터 보여질 때, 각 광 변조 구성요소에서 회절 각도는 2개의 근접 광 변조 구성요소 사이의 각의 반절

과 동일 또는 이 보다 작다.

보편적으로, 변조기 패널이 시준 광으로 조명되는 경우, 패널의 각 광 변조 구성요소 또는 픽셀에서 회절은 각도에서 변화

를 야기시키며, 이 각도 미만에서 광빔은 패널을 벗어난다. 순차로 이는 패널로부터 일정 거리에서 패널을 벗어나는 빔이

이웃 픽셀로부터 완전히 광을 덮도록 하며, 이에 의해 이미지가 선명한 패널로부터 최대 거리는 제한된다. 그러나, 본 발명

에 따르면, 발산하는 광으로 패널을 조명 및 근접 픽셀 사이에서 각도와 동일 또는 보다 작은 회절 각도를 가짐으로써, 이

문제는 회피될 수 있으며, 이미지는 패널로부터 임의 거리에서 선명하다. 그러므로, 무한한 "촛점 깊이"를 가지는 투사 이

미지가 획득될 수 있다.

무한한 "촛점 깊이"를 가진 이점은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프로젝션 스크린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또는 이를 향하

여 이동될 수 있으며, 또는 투사 이미지(cast image)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역으로도 가능하다. 이는 만일 프로젝션 디스플

레이 디바이스가 사용자에 의해 소지되는 경우 불규칙하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휴대 전화기와 같은 핸드헬드 디바이스

에서 병합된다면 특히 잇점이 있다.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고 변조기를 제어하기 위해 배열된 제어 디바이스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 제어 디바이스는 프로젝션 스크린 상의 화상을 가장 잘 이미징하기 위

해서 각 변조 구성요소에서 광의 회절패턴 및 그 수신된 데이터에 기반한 변조기의 광 변조 구성요소(또는 픽셀)를 제어하

기 위해 적응된다.

비록 투사 이미지(cast image)가 위에 설명된 무한한 "촛점 깊이"를 가질 지라도, 픽셀의 경계에 기인한 회절은 이미지의

해상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온 상태에서 픽셀의 그룹의 에지는 온 상태에서 단일 픽셀의 에지 보다 더 선명할 것이

다. 따라서, 일정 픽셀은 온으로 일정 픽셀은 오프로 선택적으로 스위칭하거나 또는 그레이 스케일을 조절함으로써 투사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조절할 픽셀은 변조기 패널의 각 픽셀에서 광빔을 위한 회절 패턴에 기반하여 유리하

게 결정된다. 투사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지는 바람직하게 푸리에 광학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예측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광 변조 구성요소에서 광의 회절 패턴을 고려하여 패널 컨텐츠를 조절함으로써, 투사 이미지는 개선될 수 있으며, 합리적

으로 고 품질 이미지가 획득될 수 있다.

패널 콘텐츠의 조절은 투사 이미지가 제한된 "촛점 깊이"인 경우, 즉 만일 위에 언급된 근접 픽셀 사이의 각과 회절각에 관

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회절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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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2 측면에 따르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변조기로부터 광을 프로젝션 스크린 상으로 투사하기 위

한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를 더 포함한다. 그러므로,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는 바람직하게는, 변조기 패널과 프로젝션 스크

린 사이에서 배열된다.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는, 예를 들면 각 렌즈가 광 변조 구성요소의 세트(즉, 변조기 패널의 서브세트, 예를 들면 10x10 광

변조 구성요소 및 픽셀)와 관련된 소형 프로젝션 렌즈의 어레이가 된다. 그러므로, 각 렌즈는 광 변조 구성요소의 세트로부

터 광을 초점에 맞추기 위해 배열되고, 이러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효과적으로 소형 프로

젝션 디스플레이의 어레이가 된다.

위에 기술된 종래 기술에 따른 종래 단일 프로젝션 렌즈와 같이,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는 "무한"에서 이미지에 촛점을 맞추

기 위해 변조기로부터 렌즈의 촛점 길이와 동일한 거리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에서 각 렌즈의 촛점

길이는 등가적인 단일 프로젝션 렌즈의 촛점 길이보다 더 짧게 만들어질 수 있다. 각 프로젝션 렌즈를 위한 촛점 길이는 약

렌즈의 반경이 된다. 결과적으로,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는 변조기 패널에 더 근접하게 놓일 수 있으며, 분할된 프로젝션 렌

즈를 이용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해상도가 종래 프로젝션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면서 동시에 더

캠팩트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분할된 렌즈의 각 렌즈가 등가적인 종래 렌즈보다 더 작기 때문에, 분할된 렌즈

또한 더 얇으며, 전체 렌즈는 더 컴팩트하게 된다. 또한, 분할된 렌즈는 각 픽셀에서 광의 적은 중첩의 불리한 효과를 감소

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별도 렌즈로부터 이미지가 중첩되므로, 시준되고, 비발산 입사광을 갖는 분할된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주

목해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광원은 빔 형성 광학계(optics)를 포함하며, 이 광학계는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변조기 패널의 조명을 위한 광을 발산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적응될 수 있다. 1D 패널의 경우, 광은

바람직하게는, 1 차원으로 발산하는 광으로 변환되며, 2D 패널의 경우 광은 바람직하게는, 2 차원으로 발산하는 광으로 변

환된다.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변조기는 반투과 또는 반사형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변조기 패널은 패널의 후면측으로

부터 조명되며, 후자의 경우, 변조기는 전방측으로부터 조명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변조기는 ID 변조기 패널이 되며, 즉 변조기는 광 변조 구성요소의 1-차원 어레이를 포함한다.

ID 변조기는 라인 이미지를 생성하며, 이 라인 이미지는, 예를 들면 2D-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스캐닝 거울에 의해 스캐

닝된다.

1D 변조기는, 예를 들면 호일바(foil bar) 광 밸브의 1-차원 어레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광 밸브는 광밸브가 온 또

는 오프 상에 있는 지에 의존하여 입사광을 반사하거나 또는 산란시키기 위해 배열될 수 있다. 온 상태에서 광 밸브(즉 픽

셀)로부터의 광빔만이 프로젝션 스크린상에 투사되도록 1D 변조기에 의해 변조된 광을 필터링하는 수단이 더 제공된다.

광을 필터링하기 위한 수단은 예를 들면 조리개(diaphragm)일 수 있다.

또한 GLV(Grating Light Valve), 코닥 GEMS, 1D 반투과형 LCD 패널, 반사형 LCD 패널, 또는 1D DMD(Digital Mirror

Device)은 물론, 또 다른 유형의 호일바 광밸브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변조기는 2-차원 패널이며, 이에 의해 패널의 새도우도 프로젝션 스크린상으로 투사되어, 2D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스캐닝 거울은 제거될 수 있다. 2D-패널은 예를 들면 반투과형 LCD 패널, 반사형

LCD 패널, 또는 DMD(Digital Mirror Device)가 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광원은 적어도 하나의 레이저 소스가 된다. 레이저 소스를 사용하는 이점은 레이저 소스가 매우 낮은 에텐

듀(etendue)를 갖는 다는 것이고, 즉 이 레이저 소스는 양질의 포인트 소스가 된다. 컬러 이미지가 투사되는 경우, 상이한

컬러의 3개 레이저는 상이한 컬러로 변조기 패널을 순차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컬러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 레이저 소스의 대안으로서, 예를 들면 UHP 램프 또는 LED 소스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위 설명에 따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핸드헬드 디바이스가 제공된다.

이 핸드헬드 디바이스는 예를 들면 이동 전화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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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위 측면 및 다른 측면은 현재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여주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더 상세하게 기술

될 것이다.

실시예

도 1a 및 도 1b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변형에 따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0)를 도시한 것이다. 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0)는 레이저 광원(12), 빔 형성 광학(14), 광 변조 구성요소(18)의 1-차원 어레이를 포함하는 공간

광 변조기(16), 변조기(16)를 제어하고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어 디바이스(19), 슬릿 조리개(20), 및 스캐닝 거울

(22)을 포함한다.

1D 변조기(16)의 광 변조 구성요소(18)는, 국제 특허 출원 제IB2004/051220)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경우 호일바 광

밸브가 된다. 각 광 변조 구성요소(18)는, 구성요소(18)가 온 상태 또는 오프 상태에 있는지, 즉 픽셀은 밝거나 또는 어두운

지에 의존하여, 모든 방향으로 입사광을 산란 또는 입사광을 거울처럼 반사하기 위해 구성된다. 거울 같이 반사된 광은 0

차 모드로서 알려져 있다.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0)의 동작시, 광원(12)에 의해 발생된 광은 광 변조 구성요소(18)의 어레이를 조명하기 위

해 빔 형성 광학(14)을 사용하여 1차원에서 발산하는 광으로 변환된다. 광 변조 구성요소(18)의 어레이 상에 입사한 광은

도 1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광 변조 구성요소(18)의 어레이의 길이 방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산한다.

변조기(16)는 라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발산하는 광을 수신하고 이 광을 공간적으로 변조하기 위해 배열된다. 광 변조

구성요소(18)의 어레이를 통과한 후, 오프 상태의 픽셀로부터 산란된 광(28)의 빔은 슬릿 조리개(20)에 의해 중단된다. 다

른 한편, 온 상태에서 픽셀로부터 반사된 광(24)의 빔은 슬릿 조리개(20)로 인도되어, 프로젝션 스크린(26) 상에 투사된다.

이 결과는 스크린(26) 상의 수직(또는 수평)의 공간적으로 변조된 라인 이미지이다. 이러한 라인 이미지는 회전 스캐닝 거

울(22)을 사용함으로써 2-차원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추가로 스캐닝된다.

도 1a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 변조 구성요소(18)의 어레이에 의해 거울과 같이 반사된 광원(12)의 빔은 빔 형성

광학(14)으로부터 스크린(26)까지 줄곧 발산한다. 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0)는 프로젝션 스크린상에 이미지

를 투사하기 위한 임의의 프로젝션 렌즈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에 의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10)는 컴팩트한 방

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특정 호일바 광 밸브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른 호일바 광 밸브가 컴팩트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GLV(Grating Light Valve) 또는 코닥 GEMS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광 밸브는, 예를 들면 위에 언급된 미국특허

제US5982553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입사광을 반사 또는 회절시키기 위해 배열된다. 이 경우, 조리개(diaphragm)는 빔

스톱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 빔 스톱은 반사된 광을 차단하고 1차 모드의 회절된 광이 통하도록 한다. 또한, 두 번째 및

더 높은 순서 모드가 바람직하게는 필터링된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1D 반투과형 LCD 패널, 1D 반사형 LCD 패널 또는 1D DMD(Digital Mirror Device:디지털 거울 디

바이스)는 변조기로서 사용될 수 있다. LCD 패널의 경우, 조리개는 필요하지 않다. 1D 반사형 LCD 패널 및 1D DMD

(Digital Mirror Device)의 경우, 배치는 도 1a 및 도 1b에서 도시된 디스플레이 프로젝션 시스템과 유사하다. 반투과형

LCD 패널의 경우, 광원은 변조기 패널 후면에 놓이게 된다.

도 2a 및 도 2b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다른 변형에 따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40)를 도시한 것이다. 프로젝

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40)는 레이저 광원(42), 빔 형성 광학(44), 예를 들면 반투과형 LCD 패널이고 광 변조 구성요소

(48)의 2-차원 어레이를 포함하는 반투과형 공간 광 변조기(46). 및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고 변조기(46)를 제어하는 제

어 디바이스(50)를 포함한다. 변조기(46)의 각 광 변조 구성요소(48)는 구성요소 또는 픽셀이 "온"이라면 입사광을 투과시

키고, 만일 구성요소가 "오프"라면 입사광을 차단하기 위해 배열된다.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40)의 동작시, 광원(42)에 의해 발생된 광은 도 2a 및 도 2b에 표시된 바와 같이, 변조기

(46)를 조명하기 위해 빔 형성 광학(44)을 사용하여 2차원으로 발산하는 광으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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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기(46)는 2-차원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발산하는 광을 수신하고 공간적으로 이 발산하는 광을 변조하기 위해 배열

된다. 온 상태에서 픽셀에 입사한 광빔은 변조기 패널(46)을 통하여 투과되며, 프로젝션 스크린(56)상에 투사되며, 반면에

오프 상태에서 픽셀에 입사한 광빔은 중단되므로 스크린(56)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미지는 프로젝션 스크린

(56) 상에 변조기 패널(46)의 새도우를 효과적으로 투사함으로써 형성된다.

도 1a 및 도 1b의 디바이스(10)로서, 이러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40)는 프로젝션 렌즈없이도 동작하며, 한편,

이는 컴팩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허용한다.

도 2a 및 도 2b에서 반투과형 2D 변조기 패널은 반사형 LCD 패널 또는 DMD(Digital Mirror Device)와 같은 반사형 2D

패널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은 정면측으로부터 조명되어야만 한다. 도 3은 반사형 2D 패널(62)을 포함하는 본 발

명에 따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시스템(60)의 배치의 예를 도시한 것이며, 여기서 편광 빔 분리기(69)는 광원 및 빔 형성

광학계(42,44)로부터 광이 변조기 패널(62) 상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DMD 패널의 경우, 또한 1/4-λ 플레이

트(plate)는 편광 방향을 회전시키기 위해 병합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어떠한 프로젝션 렌즈도 포함하

지 않는다. 이는 투사 이미지의 해상도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변조기 패널의 각 픽셀에서 광의 회절

이다.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 최소 특징은 회절한계로부터 발견된다. 픽셀에서 회절로 인한 광빔의 각도에서의 변화는 약 θ=λ/d

가 되며, 여기서 θ는 각도에서의 변화이고, λ는 광의 파장 길이이고, d는 픽셀 피치가 된다. 최소 픽셀 크기를 도출하기 위

해, 각(θ)에서의 변화는, 광원으로부터 보여졌을 때, 하나의 픽셀과 인접 픽셀사이의 이동인 경우, 각도(φ)에서의 변화와

동일해야만 한다: φ=d/L, 여기서 φ는 각도이고, L은 패널에 대한 광원의 (유효)거리이다. φ=θ의 설정은 다음식을 산출한

다.

따라서, 예를 들면, 패널 2cm 후면의 광원으로 λ=500nm을 가진 녹색광의 경우, 이는 변조기 패널에서 0.1mm 픽셀을 산

출할 것이다. 2cm 높이의 패널의 경우, 서로의 이하 약 200픽셀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로젝션 스크린에서

픽셀 크기는 다음식에 의해 추가로 주어진다.

여기서, Ltot는 광원 및 프로젝션 스크린 사이에서 거리가 된다. 광원과 프로젝션 스크린 사이에서 10cm의 거리의 경우, 이

는 0.5mm의 픽셀 크기를 산출할 것이다.

그러나, 픽셀의 크기에 의존하여, 온 상태에서 픽셀의 그룹의 에지는 온 상태에서 단일 픽셀의 에지보다 더 선명한다. 따라

서, 일정 픽셀은 온으로 스위칭하고, 일정 픽셀은 오프로 스위칭을 선택적으로 함으로써, 또는 그레이 스케일을 조절하여

투사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바람직하게는, 어느 픽셀을 조절할 것인지는 변조기 패널의 각 픽셀에서 광빔을

위한 회절 패턴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투사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 지는 푸리에 광학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예측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절 패턴을 고려하여 패널 콘텐츠를 조절함으로써, 투사 이미지는 개선될 수 있고, 상당히 고

품질 이미지가 획득될 수 있다.

투사 이미지의 품질을 추가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픽셀 경계로부터 기인하는 간섭 패턴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인 이러

한 방식으로 픽셀사이의 경계를 너무 작게 만드는 것, 즉 픽셀의 연속체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반투과형 LCD 변조

기 패널의 경우, 이는 변조기 패널의 양 측면에서 렌즈 어레이를 추가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또한, 픽셀의 연속체를 효

과적으로 가지는 GLV 및 코닥 GEMS가 사용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라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70)를 도시한 것이다. 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

이스(70)는 레이저 광원(72), 빔 형성 광학(74), 예를 들면 반투과형 LCD 패널이고 광 변조 구성요소(78)의 2-차원 어레

이를 포함하는 반투과형 공간 광 변조기(76),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고 변조기(76)를 제어하는 제어 디바이스(80),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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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프로젝션 렌즈(84)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82)를 포함한다. 변조기(76)의 각 광 변조 구성요소(78)

는 만일 구성요소 또는 픽셀이 "온"이라면 입사광을 투과하고, 만일 구성요소가 "오프"라면 입사광을 중단하기 위해 배열

된다.

도 2a 및 도 2b와 관련하여 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광원(72)에 의해 발생된 광은 변조기(76)를 조명하기 위해 빔 형성

광학(74)을 사용하여 2차원에서 발산된 광으로 변환된다.

변조기(76)는 발산하는 광을 수신하고 공간적으로 이 광을 2차원 이미지를 형성시키기 위해 변조하도록 배열된다. 오프

상태에서 픽셀에 입사하는 광빔은 중단되고, 따라서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82)에 도달하지 못하며, 반면에 온 상태에서 픽

셀에 입사하는 광빔은 변조기 패널(76)을 통하여 투과되며,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82)에 의해 프로젝션 스크린(86) 상에

투사된다. 투사된 이미지의 해상도는 종래 비-분할 프로젝션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고, 동시에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82)가 각 프로젝션 렌즈(84)의 더 짧은 촛점 길이에 기인하여 변조기(76)에 더 근접하게 놓일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

촛점 길이는 약 프로젝션 렌즈(84)의 반경이다.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82)의 각 렌즈(84)로 인하여, 스크린 상의 픽셀은 각 렌즈(84)에 대하여 위아래로 바뀌고, 좌우측으

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패널 콘텐츠는 제어 디바이스(80)에 의하여 따라서 조절되어야 한다.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82)가 패널(76)로부터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82)로 발산하는 광으로 인하여 변조기 패널(76) 보다

다소 크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렌즈(84)는 투사된 이미지에서 렌즈(84)의 에지의 임의의 시각성을 감소시키기 위

해 약간 중첩될 수 있다.

위에 기술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양 쪽 실시예에 대하여, 알려진 기술에 따라 컬러가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변조기 패널을 조명하는 광원은 상이한 컬러의 3개 레이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3개 컬러의 각각은 컬러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또는 컬러 필터가 사용될 수 있도록, 등 순차적으로 투사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위에 기술된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는다. 당업자라면 첨부한 청구범위에 청구된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

면서도 변형 및 개조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는 대안적으로 도 1a 및도 1b

와 관련하여 기술된 광 밸브 어레이와 같은 1D 변조기 패널과 사용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변조기를 조명하기 위해 배열되는 광원 및 광 변조 구성요소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공간 광 변

조기를 포함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이용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은 이러한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를 포함하는 핸드헬드 디바이스에 대해 이용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1D 변조기 및 스캐닝 거울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변형에 따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개

략적인 평면도.

도 1b는 도 1a의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개략적인 측면도.

도 2a는 반투과형 2D 변조기 패널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다른 변형예 따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의 개략적인 평면도.

도 2b는 도 2a의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개략적인 측면도.

도 3은 반사형 2D 변조기 패널을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개략적인 측면도.

도 4는 분할된 프로젝션 렌즈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개략적인 측면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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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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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3

공개특허 10-2007-0062514

- 11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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