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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안경 입체 디스플레이는 다수의 시점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패널에 다중화한 후 각 시점이미지를 광

학적으로 분리하여 일정한 시청거리에 연속적으로 

투사함으로써 시차(parallax)를 재현한다[1,2,3]. 수

평시차 재현에는 일반적으로 렌티큘러(lenticular)

렌즈가 사용되는데, 반원통형 렌즈 셀(lens cell) 배열

의 1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중화가 용이하다. 간

단한 모듈로 연산을 통해 디스플레이 패널 각각의 

픽셀에 대응하는 시점번호(view number)를 계산하

여 시점이미지를 다중화할 수 있다[4].

시점번호는 특정 픽셀이 렌즈 셀의 시점영역(view

area) 중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를 소수형태로 계산한 

값이다. 시점영역은 다중화할 시점이미지의 수만큼 

렌즈 셀을 균등 분할하여 시점인덱스(view index)를 

순차적으로 할당한다. 이때, 각각의 픽셀은 인접한 

다수의 시점영역에 의해 점유될 수 있으며, 그 중 하

나의 시점인덱스만 선택하는 매핑방법을 시점선택

(view selection)이라하고, 다수의 시점인덱스에 가

중치를 부여하는 매핑방법을 시점겸분(view over-

lay)이라고 한다[5].

수평시차와 수직시차를 동시에 재현하는 완전시

차(full parallax)의 경우 2차원 구조의 렌즈가 사용된

다[6]. 가장 간단한 구조의 2차원 렌즈로는 격자형

(lattice) 마이크로렌즈 어레이(microlens array, MLA)

가 있으나 낮은 채움률(fill factor)로 인해 광학적 성

능이 떨어지므로 채움률이 높은 육각형 MLA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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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된다[7]. 그러나 육각형 MLA의 렌즈 셀은 격

자형 MLA보다 복잡한 배열과 형상을 가지고 있다.

구조가 복잡한 만큼 시점이미지 다중화도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육각형 MLA에 최적화된 다중화 알고

리듬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완전시차 재현을 위한 시점이미지 

다중화에 있어서 육각형 MLA에 적합한 서브픽셀 

다중화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렌티큘러 렌

즈 기반의 시점이미지 다중화 알고리듬을 2차원으로 

확장하고, 육각형 MLA의 렌즈 셀 배열과 형상에 적

합하도록 변형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소개한다. 또한,

2차원 시점번호로부터 가중치를 추출하여 시점겸분

을 적용한 후 시점선택과 재현 시점이미지의 화질을 

비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기본 이론이 되는 렌티큘러 렌즈 기반의 서브픽셀 

다중화와 시점선택 알고리듬을 소개한 다음, 3장에

서 제안하는 육각형 MLA 기반 서브픽셀 다중화와 

시점겸분 알고리듬을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시점번

호와 시점겸분 측면에서 렌티큘러 렌즈로부터 격자

형 MLA로 확장과 격자형 MLA로부터 지그재그 격

자형 MLA로의 확장, 지그재그 격자형 MLA로부터 

육각형 MLA로의 확장 순서로 서술한다. 그리고 4장

에서는 QHD 디스플레이 패널과 육각형 MLA를 사

용하여 무안경 완전시차 입체 디스플레이를 구현하

고, 제안한 알고리듬으로 실험한 결과를 기존의 알고

리듬과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렌티큘러 렌즈 기반 서브픽셀 다중화

2.1 렌티큘러 렌즈의 시점번호

시점이미지를 다중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스플

레이 패널의 각 픽셀(또는 서브픽셀)이 다수의 시점 

중 어떤 시점에 대응하는지 계산해야 한다.

Fig. 1은 렌티큘러 렌즈에서 시점영역과 그에 대

응하는 서브픽셀의 관계를 나타낸다. 렌티큘러 렌즈

는 반원통형 렌즈 셀이 연결된 1차원 구조이므로 수

식 (1)과 같은 간단한 모듈로 연산을 통해 시점번호

를 계산할 수 있다[4].

 

 tanmod
 (1)

여기서 는 번째 서브픽셀의 시점번호,

는 디스플레이 패널 대비 렌즈의 옵셋, 는 서브

픽셀의 가로 길이로 정규화된 수평방향 렌즈 피치

(pitch), 는 시점의 수, 3은 서브픽셀의 가로 대비 

세로 길이의 비, 는 디스플레이 패널 대비 렌즈의 

기울기이다. 0.5는 서브픽셀의 중심을 기준으로 계산

하기 위한 값이다.

2.2 렌티큘러 렌즈의 시점선택 및 시점겸분

시점번호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특정 서브픽셀 중

심이 어떤 시점영역과 가장 가까운지를 소수 값으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시점번호와 가장 가까운 정수 

값의 시점인덱스를 선택하여 해당 시점이미지의 서

브픽셀 값을 디스플레이 패널의 서브픽셀에 매핑한

다. 하나의 서브픽셀은 가장 가까운 시점영역에 의해 

주로 점유되지만, 일반적으로 Fig. 1과 같이 다수의 

시점영역에 의해 점유된다. 따라서 시점선택만으로 

서브픽셀 매핑을 하면 재현되는 시점이미지의 텍스

쳐(texture)가 거칠어지는 단점이 있다[5].

특정 서브픽셀이 다수의 시점영영에 의해 점유된

다는 것은 서브픽셀의 값이 다수의 시점이미지를 사

용하여 계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시점겸분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서브픽셀을 점유하는 다수의 시점영

역에 해당하는 시점인덱스의 시점이미지에 가중치

를 부여하여 더한다[5].

3. 육각형 MLA 기반 서브픽셀 다중화

본 논문에서는 렌티큘러 렌즈 즉, 1차원 렌즈에서

Fig. 1. Relationship between lenticular lens cell and sub- 

pixel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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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점번호 계산 알고리듬을 2차원 렌즈로 확장하

여, 육각형 MLA에 적합한 서브픽셀 다중화 알고리

듬 제안한다. 렌티큘러 렌즈 기반의 수식 (1)을 육각

형 MLA 기반의 시점번호 계산 알고리듬으로 확장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먼저, 1차원 

구조의 렌티큘러 렌즈를 2차원 구조의 격자형 MLA

로 확장하고, 격자형 MLA를 매 렌즈 셀의 행마다 

지그재그로 이동된 격자형 MLA로 변형하고, 마지

막으로 육각형 MLA의 렌즈 셀 형상을 고려하여 시

점인덱스를 조정한다.

3.1 2차원 렌즈 기반 시점번호

격자형 MLA는 렌티큘러 렌즈를 단순히 2차원으

로 확장한 형태의 렌즈로서 Fig. 2(a)와 같이 직사각

형 형태의 렌즈 셀을 갖는다.

렌즈의 구조가 2차원이므로 시점영역 또한 2차원

으로 표현되며, Fig. 2(a)에서 검은 점은 시점영역의 

중심, 흰 점은 서브픽셀의 중심을 나타낸다. 이러한 구

조를 기반으로 수식 (1)을 수식 (2) 및 수식 (3)의 수평 

시점번호와 수직 시점번호로 간단히 확장할 수 있다.

(2)

(3)

여기서 와 는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렌즈 

옵셋, 와 는 서브픽셀의 가로 길이로 정규화된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렌즈 피치, 와 는 수평

과 수직 시점의 수, 는 서브픽셀의 가로 대비 세로 

길이의 비, 는 디스플레이 패널 대비 렌즈의 기울기

이다. 각 수식의 마지막에 더해진 0.5는 시점영역의 

중심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격자형 렌즈의 셀 배열을 매 행마다 지그재그로 

이동시키면 Fig. 2(b)와 같이 육각형 MLA와 동일한 

셀 배열을 갖는다. 수평방향으로 만큼 이동된 

렌즈 셀 구조를 수식 (2)에 반영하기 위해 수직방향 

셀인덱스(cell index)  를 계산하고, 홀수(또는 

짝수)번째 셀인덱스마다 수평 시점번호에 를 

더해준다.

  ⌊

    tan⌋ (4)
  

 mod  if    

(5)

여기서 ⌊⌋는 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이다.

본 절에서는 1차원 렌즈의 시점번호 계산 알고리

듬을 2차원 렌즈로 확장하고, 육각형 MLA의 셀 배

열을 반영한 시점번호 계산 알고리듬을 도출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렌즈 셀의 육각형 형상을 수식에 반영

하고, 시점인덱스 및 시점겸분을 위한 가중치 계산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3.2 시점인덱스 및 시점겸분

시점겸분을 통해 디스플레이 패널의 서브픽셀 값

을 계산하기 위해 시점번호를 둘러싼 네 개의 시점인

덱스를 사용한다. Fig. 3(a)는 서브픽셀 중심(시점번

(a) (b)

Fig. 2. The structure of sub-pixel and lattice MLA. (a) center positions of sub-pixels and view areas (b) difference 

between lattice MLA and zigzag-shifted lattice 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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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네 시점영역 중심(시점인

덱스)의 관계를 나타낸다. 시점인덱스는 수식 (2)와 

(3), (5)의 시점번호를 정수화하여 구할 수 있다. 시점

인덱스에 대한 가중치는 각각의 시점영역이 서브픽

셀을 점유하는 면적에 비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면적은 계산이 복잡하고, 렌

즈의 기울기와 위치에 따라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여 일정한 수식으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차선책으로 Fig. 3(a)의 노란색 실선과 같이 서브픽

셀의 중심으로부터 각각의 시점인덱스까지 거리의 

역수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제곱근계산 등으

로 계산이 복잡하다.

본 논문에서는 거리(노란색 실선)에 대응하는 서

브픽셀 중심에서 시점영역 중심까지의 수평 및 수직 

길이(파란색 실선)을 사용한다.

각각의 길이 값은 수식 (6)과 같이 시점번호의 소

수자리 값으로 구할 수 있고, 모든 길이를 더한 값 

또한 일정하므로 아래와 같이 간단한 수식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시점선택의 경우 수식 (7)에서 가중치가 

가장 큰 시점인덱스의 시점이미지 서브픽셀 값을 사

용하여 매핑하면 된다.

    (6)

   

  

   

 

   

 

   



(7)

여기서 는 의 소수자리 값, 와 는 수평 

및 수직 시점번호의 소수자리 값,  ,  ,

 ,  는 좌상, 우상, 좌하, 우하 시점인덱

스에 대응하는 가중치이다.

본 절에서는 시점인덱스와 그에 대응하는 가중치

를 계산하는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렌즈 

셀의 형상은 여전히 직사각형이므로 다음 절에서 육

각형 렌즈 셀의 형상에 적합하도록 시점인덱스를 조

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3 시점인덱스 조정 

시점겸분을 사용하는 경우 육각형 렌즈 셀의 형상

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직사각형 렌즈 셀의 경계에서 

시점인덱스를 조정해야 한다. Fig 3(b)를 보면 렌즈 

셀 경계와 가까운 시점번호의 셀인덱스는 경계에 걸

쳐 있다. 시점선택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시점겸분의 

경우 경계조건에 따라 셀인덱스를 조정해야 한다. 수

평 렌즈 셀 경계와 수직 시점번호 에 따른 경계

조건을 적용하여 수식 (2)와 (5)의 수평 시점번호로

부터 좌상, 우상, 좌하, 우하 시점인덱스를 아래 수식 

(8)로 정리할 수 있다.

(8)

(a) (b)

Fig. 3. Four surrounding view indices and their weights. (a) length and distance for weights (b) example of view 

index correction considering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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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지그재그 격자형 MLA의 렌즈 셀과 육각

형 MLA의 렌즈 셀의 차이를 나타낸다.

Fig. 4(b)를 보면 직사각형 렌즈 셀과 육각형 렌즈 

셀의 수직방향 길이 차이로 인해 육각형 렌즈 셀의 

수직 셀인덱스는 만큼 증가되어야 한다. 수직 경계

조건과 를 적용하여 수식 (3)의 수직 시점번호로부

터 좌상, 우상, 좌하, 우하 수직 시점인덱스를 아래 

수식 (9)로 정리할 수 있다.

   ⌊⌋mod 
   

   ⌊⌋mod 
   

(9)

마지막으로 육각형 렌즈 셀의 기울어진 네 변을 

고려하여 시점인덱스를 조정한다. Fig. 4(b)의 예시

처럼 직사각형 렌즈 셀에는 속하지만, 육각형 렌즈 

셀에는 속하지 않는 회색 부분의 시점인덱스 값을 

(a) (b)

Fig. 4. View index mismatch between rectangular and hexagonal lens cell. (a) arrangement difference (b) example 

of view correction for hexagonal MLA. 

(a) (b)

Fig. 5. Comparison of view image quality. (a) view selection and (b) view over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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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한다. 회색부분에 속하는 시점인덱스를 별도의 

테이블 로 두고 이에 대응하는 테이블 로 매핑한다.

이상의 알고리듬으로부터 구한 수평 및 수직 시점

인덱스에 해당하는 시점이미지의 번째 서브픽셀 

값과 각각의 가중치로부터 디스플레이 패널의 

번째 서브픽셀 값을 계산하여 시점이미지를 다중화 

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시점겸분 적용 결과   

육각형 MLA기반의 시점이미지 다중화 알고리듬

을 검증하고, 시점선택 및 시점겸분의 화질 비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무안경 완전시차 입체재현 디스플

레이를 구현하였다. 육각형 MLA의 렌즈 셀 규격은 

Hx=779.4um, Hy=685.2um, Hv=913.6um이며, 디스

플레이 패널은 5.5인치 QHD(2560X1440) LCD로서 

15.74um의 서브픽셀 피치를 갖는다. 16 × 19 시점의 

수평 및 수직 시점이미지로 서브픽셀 다중화를 수행

하여 일정 시청거리에서 상하 및 좌우시차가 모두 

재현됨을 확인하였다. Fig. 5는 시점선택과 시점겸분

으로 다중화 하여 재현한 시점이미지를 카메라로 촬

영한 그림이다. 재현된 시점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시

점선택 (a)는 텍스쳐의 경계가 거친 반면 시점겸분 

(b)는 부드럽게 재현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육각형 MLA는 렌티큘러 렌즈와 달리 수평시차뿐

만 아니라 수직시차 재현이 용이하여 보다 사실적인 

입체감 재현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시점번호 계산을 수식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

며, 계산 또한 복잡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렌티큘러 렌즈 기반의 간단한 시점

번호 계산식을 2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계산 복잡도

를 최소화한 육각형 MLA 맞춤형 시점이미지 다중

화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시점번호 및 시점인덱스 

계산에 육각형 MLA의 렌즈 셀 배열과 형상을 최대

한 반영함으로써 입체감이 완전시차로 잘 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현 화질 향상을 위해 시선

추적 또는 동공추적 등과  연동할 경우 실시간으로 

다중화 테이블을 생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재현 화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차원 렌즈에

서의 시점겸분 알고리듬을 추가하여 시점선택과 화

질을 비교하였다. 시점겸분을 적용하면 시점선택보

다 텍스쳐가 부드럽게 재현되기는 하지만, 텍스쳐가 

흐려지는 단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비선형적 

가중치 계산 알고리듬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

[ 1 ] S.H. Kim and J.Y. Son, “Image Mixing in

Multiview 3 Dimensional Imaging Systems,”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1,

No. 2, pp. 175-181, 2008.

[ 2 ] P.V. Harman, “Autostereoscopic Display Sys-

tem,” Proceedings of SPIE 2653, Stereosco-

pic Displays and Virtual Reality Systems III,

pp. 56-64, 1996.

[ 3 ] M. Halle, “Autostereoscopic Displays and

Computer Graphics,” ACM SIGGRAPH Com-

puter Graphics, Vol. 31, Issue 2, pp. 58-62,

2005.

[ 4 ] C.V. Berkel, “Image Preparation for 3D-LCD,”

Proceedings of SPIE 3639, Stereoscopic Dis-

plays and Virtual Reality Systems VI, pp. 84-

91, 1999.

[ 5 ] E.D. Lee, G.S. Lee, H. Lee, Y.S. Kim, and N.H.

Hur, “Upscaled Sub-pixel Multiplexing of

Multi-view Images Based on Weighted View

Overlay,” Electronics Letters, Vol. 51, Issue

11, pp. 828- 830, 2015.

[ 6 ] S.S. Kim, K.H. Cha, and J.H. Sung, “Super-

multiview Three-Dimensional Display Sys-

tem,” 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 Vol. 33,

Issue 1, pp. 1422-1423, 2002.

[ 7 ] D. Kuang, X. Zhang, M. Gui, and Z. Fang,

“Hexagonal Microlens Array Fabricated by

Direct Laser Writing and Inductively Coupled

Plasma Etching on Organic Light Emitting

Devices to Enhance the Outcoupling Efficien-

cy,” Applied Optics, Vol. 48, No. 5, pp. 974-

978, 2009.



2015무안경 완전시차 입체 재현을 위한 서브픽셀 다중화

음 호 민

1998년 고려대학교 전파공학과 

(공학사)

2000년 고려대학교 전파공학과 

(공학석사)

2000년 5월∼현재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테라미디어연구

그룹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라이트필드 영상처리, 무안경 3D, 디지털 방송

이 광 순

1993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1995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2004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2001년 2월∼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테라미디어연구

그룹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라이트필드 영상처리, 무안경 3D, 전방위 VR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