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D 정보 획득 및 디스플레이 기술

Acquisition of the 3-D Information and Display Techniques

김 남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namkim@chungbuk.ac.kr

최근 3차원 정보 획득과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관심의 증가되면서 입체 영상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두 눈을 통해 사물을 보는 방식을 이용한 스테레오 방식의 정보 획득

으로부터 빛의 가간섭성을 이용한 홀로그래피와 같이 다양한 3차원 정보 획득 기술이 있다. 획득한 3차

원 정보로부터 이를 디스플레이 하는 기술로 스테레오 방식에서는 안경식과 무안경 방식이 있으며, 완

전 3차원 방식에서는 IP(integral photography), 체적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홀로그래피 등이 있으며 현

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1-2)

.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3차원 정보 획득 및 디스플레이 기술을 설

명하고 이를 이용한 응용분야를 소개한다.

양안 방식의 3차원 정보 획득은 좌, 우 영상을 각각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

이다.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볼 때와 기계를 이용한 2차원의 평면 영상은 기하학적인 오차가 발생하며

또한 인지시에 피로감을 유발한다. 따라서 스테레오 방식의 3차원 정보 획득에서는 좌, 우 영상간에 최

소한의 왜곡을 가지는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카메라 정렬 방식이 있다. 이중 대표적인 방식으로

평행방식, Toed-in 방식, 그리고 수평 이동 방식의 기술이 있다. 평행방식은 두 카메라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평행하게 사물을 촬영하는 방식이며 좌, 우 영상간의 왜곡은 적으나 주시각의 제어가 되지 않

는다. Toed-in 방식은 사람의 눈처럼 주시각 조절이 가능하나 좌, 우 영상간의 정합되지 않은 영역이

발생하여 획득한 영상이 많은 왜곡된 정보를 가지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평 이동 방식의 경우

카메라의 렌즈를 고정하고 촬상 소자를 이동하거나 렌즈를 이동하고 촬상 소자를 고정하여 영상을 획득

하는 방식으로 주시각이 제어되며 획득된 영상의 왜곡도가 적은 장점을 가진다.

양안 방식의 디스플레이 기술의 경우는 주로 안경식과 무안경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안경식은 색차,

편광, 시분할 그리고 HMD(Head Mount Display)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안경식 디스플레이에서 제공하

는 영상은 두 영상이 합성되거나 또는 시간에 따라 두 영상이 순차적으로 디스플레이 된다. 이러한 영

상을 안경을 이용하여 좌, 우 영상으로 분리하여 두 눈을 통해 각각 인지하는 방식이다. 무안경식 디스

플레이의 경우 패럴렉스 배리어 방식과 렌티큘라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패럴렉스 배리어는 디스플레

이 앞에 격자 슬릿을 배치하고 좌, 우 영상을 배치하여 특정 위치에서 볼 경우 두 영상이 각각 두 눈에

분리되어 보이는 방식이다. 렌티큘라 방식은 디스플레이 앞에 좌우 영상을 분리할 수 있는 렌즈를 장착

하여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입체영상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깊이감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등을 원격으로 수행할 때 유용하게 응용된다. 최근에는 안경식과 무안경 방

식 모두 입체영상 TV가 상용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료, 방송, 군사 분야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완전 3차원 방식의 영상 획득 기술로는 IP의 경우 렌즈의 배열을 이용하여 물체의 정보를 서로 다른

시점에서 획득하는 방법이 있고, 홀로그래피의 경우 레이저를 이용하여 광파간의 간섭성을 이용해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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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정보를 격자 형태로 생성하는 방식이 있다. 체적형 디스플레이는 영상의 획득이 아닌 특수한 시

점의 영상 또는 여러 장의 영상 단면 등을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생성한다. 이러한 획득 방식을 이용

해 디스플레이 할 경우 IP는 물체의 영상을 획득했을 때와 동일한 조건 또는 특수한 조건 등을 고려하

여 렌즈 어레이를 디스플레이 앞에 부착하여 다양한 시점에서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체적형 디스플레이

의 경우 회전하는 스크린 등에 특수한 시점의 영상이나 여러 장의 영상 단면을 보내어 공간상에 영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한다. 마지막으로 홀로그래피의 경우 생성된 격자에 참조빔을 입사시키면 일정한

공간상에 물체의 영상 정보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고전 방식의 홀로그래피에서는 매질에 영상을 기

록하여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련의 기록 및 디스플레이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단점

이 있어 현재는 디지털 방식의 홀로그래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영상의 기록과 복원과정

에서의 많은 데이터의 처리는 여전히 단점으로 남는다. 이러한 완전 3차원 방식의 디스플레이는 실제

사물의 3차원 영상을 획득할 때 사물의 이동성과 촬영 대상의 제한등과 같은 제약이 많이 따른다. 이러

한 단점이 장점으로 극복되는 경우도 있다. 집적 영상 기술을 이용한 집적 영상 현미경의 경우 카메라

의 이동이 없고 미세한 영상을 촬영하여 영상의 복원 또는 3차원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세한

영상의 움직일 경우에도 고정된 위치에서의 이동으로 영상의 획득과 복원이 가능하다(3). 이러한 기술들

을 표 1처럼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입체영상 획득 및 디스플레이 기술은 2차원 영상의 디스플레이에서 제공하지 못하

는 공간적인 영상의 표현이 가능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 높은 가치를 가질 것이며 더 활발한 연구

및 상용화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1. 3차원 획득 및 디스플레이 방식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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