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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3차원 영화는 새로운 영화 환경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 3차원 영상의 촬영기술, 표시 기술 등

의 발전이 영화의 큰 흐름을 3차원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근래의 영화 아바타는 역사상 최고의 흥행기

록을 갱신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3차원 영화가 상영준비를 하고 있고 국내에

서도 3차원 다큐멘터리의 극장 상영을 준비하고 있

다. 이러한 움직임은 안경 방식의 3DTV의 개발과

출시를 촉진시켜 국내 삼성, LG 그리고 일본의 소니

와 파나소닉등 대형 TV 업체들이 안경 방식의 3D

TV를 개발하였고 일부 회사는 이미 상용 제품을 출

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3차원 영화에서 출발하

여 현재 3D TV로 확산중에 있다. 이러한 확산은 3D

모니터, 3D 휴대 기기, 3D 광고, 3D 게임, 3D 의료,

3D 교육, 3D 시뮬레이션 기기등 다양한 분야로 확

대될가능성을보여준다. 

2010년 3월 3일 전자신문 기사에 의하면, 3차원

(3D) TV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80%에 이르는

초고속성장세를탈것으로예상하고있다. 더나아가

시장조사기관인아이서플라이에따르면세계3D TV

출하량은 올해 420만대에서 오는 2015년 7800만대

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기간 전체 시장 매출

액 규모는 74억달러에서 644억달러(약 74조1950억

원)로껑충뛸것으로예견되고, 오는2012년이후에

는대중화단계에접어들것으로예상하고있다. 

현재의 안경식 3D 표시 기기는 그 완성도에 있어

충분한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편광 안경 또는 셔

터 방식의 안경과 같이 특수 안경을 추가로 착용하

여야만 3D 영상을 볼 수 있고 다수가 3D 영상을 시

청할 때 모두 같은 영상을 보게 되어 개별적 위치에

따른 영향과 운동 시차 등의 제공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미래의 3D 표시 기술은 무안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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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진화할것으로예견된다.

이러한 무안경 방식의 3D 표시 기술은 특수 안경

을 추가로 착용하지 않아도 3D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D 영상을 관찰자 개개인에 제공하기 위하

여는 다수의 시점 영상을 생성하고 공간 중에 표시

할 수 있어야 그 구현이 가능하여 광학적 시점 영상

의 제어기술과 높은 표시 성능의 요구 등은 단기간

내의 대중적 상용화에 큰 문제로 작용한다. 더 나아

가 Crosstalk과 같은 광학적 문제는 기술적 어려움

으로많은연구를요구한다. 또한3D 영상에대한인

체 영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눈의 피로현상 등으

로 인하여 안경식 그리고 무안경식 모두의 3D 표시

기기에 공통적으로 반드시 고려되고 연구되어야 하

는분야이다.

무안경 방식에 있어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점 간

이동시 운동시차가 자연스러워야하고 넓은 폭의 영

역에서 3D 영상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는 많은 수의 시점수를 생성하여

야 하므로 광학적으로 보다 많은 시점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고 단위 시점당의 해상도

저하문제를해결하여야한다. 이러한배경에서초다

시점 기술의 개발이 필연적이며 더 나아가 체적형

3D 표시기술그리고홀로그램방식의3D 표현기술

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더불어 보다 적은 시점수로

무안경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찰자 안구

추적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안구 추적 기술

은보다적은시점수로넓은폭의영역에서3D 영상

을 볼 수 있게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관찰자 수

에제한을가하게되어그응용영역이제한된다. 

모든 3D 표시 기술에서 눈의 피로현상을 비롯한

3D 휴먼팩터 부분의 고려는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눈의 피로현상의 완화 또는 제거가 필요하다. 이러

한 부분에 있어 원리적인 몇몇 기술이 개발되고 있

다. 이러한 기술들은 근본적으로 눈의 초점조절 정

보를 표현 3D 물체의 깊이에 따라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하고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현재의 안경식 3D 표시 기술

의 다음 상용화 대상인 다시점 3D 디스플레이의 기

술개발현황과그발전방향을소개한다.  

Ⅱ. 주요 무안경식 다시점 3D 표시
기술의 종류와 개요

무안경식 다시점 3D 디스플레이 기술은 몇 가지

방법으로분류할수있다. 기본적으로전체해상도를

공간적으로 분할하여 필요한 시점수를 구현하는 공

간분할 방식과 전체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시간적으

로 빠르게 여러 시점 영상을 표시하는 시간 분할 방

식이 있다. 또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LCD나 PDP

와 같은 평판 2D 디스플레이에 렌티큐라나 시차장

벽과 같은 광학판을 부착하는 평판 방식과 프로젝터

와 같은 다수의 영상투사광학계를 이용하고 추가 광

학판을사용하는투사형방식이있다. 이러한구분들

은 적용하는 기술의 방법에 따라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시점 기술이 갖는 시점 수의 제한을 극복

하기 위하여 관찰자의 동공 추적을 이용하여 소프트

웨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실제 시점 수를 물리적

으로 증가시키는 초다시점과 같은 하드웨어적 방법

들이개발되어그활용가능성을높이고있다. 

1. 시차장벽(Parallax Barrier) 방식의 다

시점 3D 표시 기술

시차장벽 방식의 다시점 3D 표시 기술은 1903년

미국의 F. E. Ives가 최초로 제안하여 특별한 안경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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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테레오영상을구현하였다. 이기술은그후1918

년미국의C. W. Kanolt에의해다시점영역을구현할

수 있는 Parallax Panoramagram을 제안하였다. 이의

실험은1928년H. E. Ives에의해서구현되었다.

그러나시차장벽은빛의상당부분을차단하게되어

입체영상의밝기가감소하는문제가있다. 이러한시

차장벽 기술을 이용하여 일본의 Sharp사에서 <그림

1>에서와 같이 무안경식 입체 휴대 전화와 노트북을

개발하여상용판매를하였다. 시차장벽기술은밝기

부분에 문제가 있으나 시차장벽을 액정 패널층으로

구현할경우2D화면과3D화면의전환이가능하여그

활용도가 증가한다. <그림 1>의 Sharp사에서도 이러

한방법을적용하여2D/3D 전환을가능케하였다.

국내의 파버나인에서도 2D/3D 전환이 가능한 무

안경식 2시점 입체 모니터를 그림. 2에서와 같이 개

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은

2D 1280x1024 해상도와 3D 수직으로 해상도가 반

으로 줄어드는 형태의 19인치 모델로 2D/3D 전환

이가능하다.

이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여러 시점을 구현할 수

있는 다시점 모니터들을 제작 판매하였으며, 국내

V3I의 경우 3D 전용으로 무안경식 8시점 모니터를

다양한크기로개발하여현재판매중에있다. 

이러한 시차장벽 방식의 다시점 3D 표시장치는

시점 영상의 밝기에 문제가 있으나 3D 전용의 경우

<그림 1> Sharp사의 2D/3D 전환 가능 무안경식 2시점 입체

(a) 휴대전화

<그림 2> 파버나인에서 판매중인 무안경식 2시점 3D 모니터

(b)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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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장벽의제작의난이도가높지않아많은개발과

연구가진행되고있다.

2. 렌티큐라(Lenticular) 방식의 다시점

3D 표시 기술

렌티큐라 방식은 1932년 H. E Ives가 특허를 취

득하였다. 그러나 렌티큐라 렌즈의 제작 기술 문제

로 1960년대에 이르러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에는무안경식3D 사진으로많이볼수있으며, 다시

점 3D 표시 장치로 개발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렌티

큐라 렌즈는 초기 제작 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상용화가늦어지고있다.

렌티큐라 방법은 단위 시점 영상의 밝기 저하가

거의 없어 상용화에 유리하다. 그러나 초기에는 3D

전용으로만적용이가능하여그발전에한계가있었

<그림 3> V3I의 시차장벽 방식의 무안경식 8시점 3D 모니터

<그림 4> 스위칭 가능한 렌티큘러 렌즈

Back Light

Image Panne

Barrier

강화유리



104 방송공학회지15권1호

104 특집: 3D 방송

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액정의 복굴절 특성을 이용

하여2D/3D 전환이가능한기술이개발되어그상용

개발이 급진되고 있다. <그림 4>에 렌티큐라에서의

2D/3D 전환 원리가 있다. 이러한 기술은 Philips에서

개발상용화하였으며<그림5>에그제품이있다. 

렌티큐라 또는 시차장벽 방법에서 이러한 광학판

이 수직 방향으로 사용되면 색분산의 문제가 있고,

시점수를증가시킬때수평과수직의해상도비율이

비대칭이되어한쪽방향의해상도가급격히감소하

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물론 색분산 문제와 해상도

비율을해결하기위한여러방법들이개발되고있으

나, 경사진 광학판 방식이 개발됨으로써 상당부분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사진 광

학판 방식에서도 Crosstalk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그림 5> Philips 다시점 3D 디스플레이의 개념도와 다시점 3D 모니터 제품

<그림 6> 렌티큐라와 시차장벽 방식에서의 시역형성

(a) 렌티큐라 (b) 시차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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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문제로남아있다. 

설명한 렌티큐라 방법과 시차장벽 방법의 다시점

시역 형성상황을 3시점인 경우로 비교한 것을 <그

림6>에두었다.

3. 공간적 셔터 이미지를 이용한 시간분

할 방식의 다시점 3D 표시 기술

앞서기술한시차장벽과렌티큐라방법은공간분

할 방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간분할 방법은 광학

판의사용으로효율적으로다시점을구현할수있으

나 단위 시점당 해상도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러한 문제의 한 해결 방법으로 시간 분할 방식으로

다시점을 구현하는 방법을 Cambridge대에서 개발

하였다. 고속 CRT 전면에 다시점용 셔터를 적용하

고시간분할방식으로시점영상을표시하고셔터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렌즈를 사용하여 공간적으

로 다시점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다시점의 형성 원

리는<그림7>에두었다.

이러한원리를이용하여Cambridge대에서개발한

<그림 7> 고속 CRT를 이용한 시간분할 방식의 다시점 원리

<그림 8> 시간분할 방식의 16시점의 다시점 3D 디스플레이

(a) Cambridge (b) K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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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치 크기의 16시점 시스템과 KIST에서 개발한

16시점시스템을<그림8>에두었다. 이러한시간분

할 방법은 평판 디스플레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주로 적용되는 LCD 기술에서는 액정의 반응속도가

시간 분할을 적용할 정도의 고속을 지원하기 힘들어

이후의 OLED 적용 디스플레이 기술과 같은 고속 평

판디스플레이가개발되는경우그개발이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예에서와 같은 투사형은 그 시

스템의 크기가 커지게 되어 무게, 광학계의 정렬 및

고정 그리고 부피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대중

적상용시스템으로의발전에는어려움이있다. 

4. 홀로그래픽 스크린을 이용한 투사 광학계

방식의 다시점 3D 표시 기술

앞서 공간 분할 방법의 시차장벽 및 렌티큐라 방

법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가장 큰 문제가 시

점수에 따른 단위 시점당 해상도의 저하이다. 이러

한 해상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시간 분할 방법이나 시간 분할은 표시 소자 특성과

시간 분할에 따른 밝기 감소의 문제가 있어 그 활용

도가 제한된다. 앞의 <그림 8>에 표시된 두 시스템

모두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다수의 표시 장치를 사용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적합한 것은 영상투사

광학계를이용하는것으로동일스크린에다수의영

상투사시스템을이용하여사용할수있어화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 투사 방법도

화소사이의 구분 문제등을 해결하여야 하므로 다양

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KIST에서는 홀로그래픽

스크린을 제작하여 확산스크린과 렌즈역할의 광학

판기능을 홀로그래픽스크린에통합하였다.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8대의 프로젝터 영상을 이용하여 8시

점을 구현하였다. 이렇게 구현한 8시점의 단위 시점

해상도는 저하되지 않는다. 그러나, 홀로그래픽 스

크린의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제작상의 어려움

<그림 9> 홀로그래픽 스크린을 이용한 8시점 3D 디스플레이

(a) 홀로그래픽 스크린 (b) 8시점 디스플레이



2010년 3월 107

다시점 3D 디스플레이 기술 107

과 스크린 전체 면의 균일한 특성확보 및 회절효율

개선등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8시점시스템을<그림9>에두었다.

5. 동공 추적 방식의 다시점 3D 표시 기술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시점을 구현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공간분할 방법의 경우 단위 시점당 해상

도의 문제 그리고 시간 분할의 경우 시점 영상의 밝

기 감소 문제 그리고 영상 투사 광학계를 적용하는

경우 3D 표시 시스템의 부피, 무게, 그리고 정렬 및

고정에 대한 문제 등으로 상용 제품으로의 활용에

어려움이있다. 

다시점 3D 표시 기술에 요구하는 이러한 높은 하

드웨어적 성능 수준을 낮추고도 다시점의 효과와 넓

은 시역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관찰자 추적형 다

시점 3D 표시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적은 시점수의

다시점 3D 표시를 구현하고 관찰자 추적 정보를 이

용하여 하드웨어적으로 3D 표시 시스템이 관찰자를

따라 회전하거나 전자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시

점영상을재구성하는방법으로구현할수있다. 하드

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기계적 동작을 적용해

야 하므로 반응 시간 및 내구성 등의 문제가 있어 상

용개념으로발전하기가어렵다. 따라서전자적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는 방법이 사용되며 전자

적인 방법은 시차장벽의 경우 시차장벽의 개구 위치

를 관찰자 위치에 반응하여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으

며렌티큐라의경우동적액정렌티큐라를관찰자위

치에반응하여변경시키는방법이있다. 그러나이러

한 방법들의 구현 원리들은 발표되었으나 아직 완성

도 높게 구현되어 있지는 않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찰자 동공을 추적하며 렌티큐라나 시차장벽과 같

이주시역과부시역을동시에생성할수있는광학판

을적용하는경우다시점상황에서의각각의시점영

상을동공추적상황에따라동적으로반영하는방법

으로 적은 수의 시점으로 보다 많은 다시점 상황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적 방법들은 기본

적으로 1인에 최적화 되어 있어 그 활용도에 제약이

있다. 하지만, 1인이 주로 사용한 휴대 기기 또는 모

니터 그리고 노트북과 같은 환경에서는 충분히 적용

될수있어그대중적상용화의가능성이있다. 

이러한 동공 추적 방식으로 동적으로 시점영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미국 UIC(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의 EVL(Electronic Visualization Lab)에

서 개발한 다시점 3D 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

은<그림10>에있다. 

KIST에서도 Crosstalk의 개선과 시역의 자유도

향상을 위하여 동공 추적 방식의 3D 디스플레이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이시스템에서는 동공을실시간

추적하고원격리모트장치를이용하여실시간랜더

링물리시뮬레이션을게임스타일로동영상을시연

할수있는다시점3D 표시시스템을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을<그림11>에두었다.

<그림 10> EVL에서 개발한 동공 추적형 Varrier 3D 디스플레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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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다시점 3D 표시 기술

초다시점은 다시점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초다시

점조건이만족되면, 시청자의단안에는항상복수의

카메라의 영상이 입사되고, 망막에 투영되는 과정에

합성된다. 시청자가좌우로이동하면, 이동한방향으

로부터새로운카메라의영상이첨가되어, 이동에반

대되는 방향의 카메라 영상은 동공으로부터 벗어나

게 된다. 망막에는, 항상 복수의 시차가 존재하여 투

영된다. 따라서 연속적 운동시차가 가능하여 자연스

러운 운동시차를 경험할 수 있어 입체 영상이 부드

럽게 변화하는 것처럼 보게 된다. 더 나아가 복수의

시차정보가 동공안에 항상 제공되므로 단안에서도

시차가 발생하여 단안에서도 초점 조절 정보의 근거

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점 조절

부분은아직추가적인연구와검증이필요하다.

이러한 특징들로부터, 초다시점을 이용하면 자연

스러운 입체 디스플레이를 실현하는 것에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개념은 일본 TAO(Telecommuni-

cation Advancement Organization)에서 진행된 2nd

3D Project에서 고안된 개념이다. 상기 프로젝트는

Advanced 3D Television Project의 명칭으로 1997

년 10월부터 2002년 9월에 이르기까지 5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집속화 광원렬(Focused

Light Arrary : FLA) 방식의 초다시점 3D 디스플레

이를개발하였다. 

이후에 동경농공대의 Takaki 교수팀에서는, 무안

경 방식으로 다수의 시청자가 자연스러운 운동시차

를제공가능하기위하여변형이차원배열의다중결

상계를 이용하는 구성방식을 사용하여 대화면 3차

원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3차원 표시를

위한 특수한 화소 구성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으

로 128개의 시차영상을 갖는 지향성 초다시점 3차

원디스플레이를제작하였다. 

이러한초다시점기술은다시점의확장된개념또

는 수평 시차 방식의 홀로그래픽 기술의 단순화된

형태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념의 핵심은

다수의 시차영상이 좁은 간격으로 배열됨으로써 연

<그림 11> KIST에서 개발한 동공 추적형 Interactive 다시점 3D 표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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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 운동 시차를 구현할 수 있고 시점수가 증가할

수록 홀로그램이 갖는 Voxel 개념의 표현 특성이 나

타나게된다. 

따라서 초다시점 기술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다시점 기술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러나 높은 하드웨어 요구와 많은 데이터 처리의 문

제 그리고 눈의 초점 조절 정보 제공의 문제는 앞으

로해결이필요한기술이다.

3. 고찰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안경방식 3D 표시 기술의

다음 세대로 예견되는 다시점의 대표적 기술에 대한

기본 원리와 장/단점을 기술하였다. 다시점 기술은

기본적으로 특수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이 있는 반면에 시점 영상의 연속성 문제와 시역 제

한 문제 그리고 Crosstalk 문제 등의 난제들이 해결

되어야대중적상용화가가능할것으로예견된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청자 추적 기술 또는 초

다시점기술등이개발되어지고있다. 앞으로의다시

점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와 더불어 기본적인

3D 휴먼팩터 연구가 장기적 안목으로 병행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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