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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d the two-dimensional (2D) / three-dimensional (3D) convertible modified integral 

imaging system using functional polarizing film named imazer
TM
, which transfer or scatter the 

incident light ray according to the polarizing direction of ray. When the incident light rays transfer 

to imazerTM, the rays generate 3D image through the process of the modified integral imaging 

system. However, the scattered light rays generate 2D image through the simple backlight scheme 

when the incident rays are scattered by the film. The proposed method can be implemented the 

partial 3D display system without any mechanical movem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verify 

our system using some basic experiments and its results.

집  상법은 무안경식 3차원 디스 이 방식  하나로 1908년 Lippmann에 의하여 제안된 이후
(1)
 차 발 하여 재 각 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 집  상법은 찰자가 특수한 안경 없이도 일정한 

시야각 내에서 좌우, 상하 시차를 모두 갖는 3차원 상을 자유롭게 찰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2)

집  상법은 작은 기  즈들로 구성된 즈 어 이를 통해 보이는 물체의 기  상들을 고성능 

CCD 카메라에 장하는 픽업 부분과 장된 기  상들을 디스 이 소자를 통해 상을 재생시킨 

후, 즈 어 이를 통해 원래의 치에 집 된 3차원 상을 나타내는 재생 부분으로 구분된다. 집  

상법은 여러 가지 장 을 가진 반면, 찰 요소 제한, 깊이 역  문제, 경계선 오차 문제 등 여러 개선

이 요구되어왔다. 이러한 문제 들은 그동안 많은 연구 그룹에 의해서 해결 방법과 개선 방법들이 리 

연구되었으며 많은 방법들이 보고된 바 있다. 그  경계선 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변형 집  

상법이 제안되었다.(3)

변형 집  상법은 기존의 집  상법의 재생 부분에서 즈 어 이와 디스 이 소자의 치를 

바꾸는 방식으로 디스 이 소자는 SLM(spatial light modulator)을 사용한다. 변형 집  상법은 입

사하는 평행 이 즈 어 이를 통과하며 원 어 이를 만들고 여기서 출발하는 빛들이 SLM 내의 

각각 응하는 기  상 역을 지나면서 특정한 치에 3차원 상을 재생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변형 집  상법은 기존의 집  상법에서 찰자가 3차원 상을 보기 하여 즈 어 이를 보아야 

했던 것에 반해 SLM을 바라보게 되므로 즈의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경계선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 즈 어 이와 SLM 사이의 거리를 즈 어 이 내의 기  즈의  거리의 2배와 일치시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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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실 상과 허 상을 동시에 구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mazerTM라는 기능성 편  필름을 이용하여 2차원 / 3차원 환가능 변형 집  상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imazerTM는 들어오는 빛의 편  방향에 따라 그 로 투과 혹은 산란시키는 

편  필름이다. 제안된 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원, 집 즈, 편  스 치, imazer
TM
, 즈 어 이, 

SLM으로 구성되어 원과 집 즈에 의해 생성된 평행한 빛이 편  스 치를 통과하면서 편  방향

이 결정되고 imazerTM를 통과하면서 산란 혹은 투과된 이후 즈 어 이와 SLM을 지나며 집 이미지

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빛이 imazer
TM
에 의해 산란될 경우, 빛은 즈 효과에 거의 향을 받지 않고 

SLM를 통과하여 찰자에게 2차원 상을 제공하지만 빛이 imazerTM를 그 로 통과할 경우, 빛은 집  

상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찰자에게 3차원 상을 제공한다. 따라서, 편  스 치를 이용하여 빛의 

편 방향을 조 하여 2차원 혹은 3차원 상을 기 인 신호만으로 환할 수 있다. 한, 나아가 2차

원 상과 3차원 상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닌다. 그림2 (a)는 2차원 상, (b)는 3차원

상이다. 이 결과를 보면 제안된 시스템에서 2차원 상과 3차원 상의 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변형 집 상법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성 편 필름을 이용한 2차원 / 3차원 환가능 디스

이 시스템을 제안하 다. 원은 편  스 치에 의해 편 방향이 결정되어 imazerTM를 통과하면서 

산란 될 경우 SLM의 2차원 상을 제공하고, 그 로 투과할 경우, 즈 어 이에 의해 3차원 상을 

제공한다. 실험 결과, 2차원 상  3차원 상의 환 뿐만 아니라 동시 구 이 자유롭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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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 제안된 시스템 개념도                그림 2. (a) 2차원 상 (b) 3차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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