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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테이블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마주보는 다양한 키의 두 관찰자가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영상을 관찰할 수 

있는 시역의 위치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시역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차장벽과 상용화된 액정표시패널 환경에서의 기본 설계조건

을 찾았다. 기본 시차장벽 설계조건에서 각 관찰자 시역간의 간격과 시역의 폭이 설계값에 비해 작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테이블형 디스플레이에서 관찰자 시역간의 간격과 시역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개선 시역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전산모사 

하였다. 이를 근거로 2방향 관찰면 테이블형 디스플레이 모듈을 제작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여 설계한 폭넓은 관찰자 시역을 구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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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designed a tabletop display which enables two viewers each to see a different image simultaneously within 
his/her defined viewing zone. In order to construct the designed viewing zones, we found the basic design conditions for a parallax 
barrier with a commercial LCD panel. As the viewing zones for two viewers are formed with only two view-point design, the 
interval between the center positions of each viewing zone and the width of each viewing zone are small compared to designed 
values. We analyzed the primary cases, introduced two modified design methods to enlarge the interval and the width of the 
viewing zones, and simulated their characteristics. As designed with six unit view-point and each viewing zone of each viewer 
is formed with a merged view-point, we found that adequate interval and width of viewing zones can be made, and we verified 
it in comparison with the tabletop display module that we fabricated. 

Keywords: Table-top display, Auto-stereoscopic display, Multiple viewers, Viewing zone
OCIS codes: (100.6890) Three-dimensional image processing; (220.4830) Systems design

†E-mail: kkk@kist.re.kr
 Color versions of one or more of the figures in this paper are available online.

I. 서    론

일반적으로 3차원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중심에서 3차
원 영상을 보는 것으로 설계된다

[1]. 그러나,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찰자가 3차원 영상을 바라보며 의견을 교환하고, 3차
원 영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예를 들어 손으로 영상을 

돌리는 제스처를 취함에 따라 보여지는 3차원 영상의 각도

를 변경하는 등)는, 2면 이상의 다면에서 입체영상을 관찰할 

수 있는 테이블 형태의 3차원 디스플레이의 구현이 필요하

다
[2, 3]. 3차원 디스플레이의 응용으로써 테이블형 디스플레

이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다
[4-7]. 그 

중 대표적인 그룹은 일반적인 패럴랙스 베리어를 변형하여 

“Random Hole”개념을 사용한 테이블형 디스플레이를 연구하

는 Gu Ye et al.[5] 과 테이블 아래의 프로젝터 어레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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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iewing zones and layout of table-top display.

하여 360도 3차원 영상을 구현한 Shunsuke Yoshida et al.[6, 7]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 연구그룹과 같이 360도 관찰면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상용화된 액정표시패널과 1개의 시차장

벽만을 사용하여 2방향 관찰면에서 각 관찰자 시역을 일정

크기로 설계하여 각 관찰자 위치에서 서로 마주보는 관찰자

가 각자의 영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자 시역을 구현하였

다. 특히, 상용화된 액정표시패널을 사용하여 설계된 관찰자 

시역간의 간격과 관찰자 시역의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원인

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고 관찰자 시역간의 간격과 관찰자 

시역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방법들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II. 테이블형 2방향 관찰면 디스플레이의 기본 구조 설계

인터랙티브 3D 디스플레이에 사용될 테이블형 디스플레이

는 소스 영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테이블에 부착된다. 이러한 

테이블형 2방향 관찰자면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를 사이

에 두고 마주보는 두 관찰자가 서로 다른 영상을 관찰할 것

이 요구된다. 또한, 테이블형 디스플레이로부터 다양한 키 

높이를 갖는 관찰자의 눈의 위치에도 선명한 3D 영상을 관

찰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관찰자가 편리하게 

테이블형 디스플레이로부터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기 위해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기술이 요구된다. 그림 1은 이러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2방향 관찰면 테이블형 디스플레이 시

스템의 각 관찰자의 관찰시역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설계조

건을 보여준다. 
사용된 디스플레이 패널은 상용화된 23인치 Full HD 디스

플레이 패널과 30인치 2560×1600 디스플레이 패널이고, 테
이블형 디스플레이의 영상을 보게 되는 관찰자가 테이블의 

끝 면으로부터 약 150 mm 정도 떨어져서 보는 것을 기준으

로 앞뒤로 200 mm 정도 움직이더라도 선명한 영상을 관측

하도록 시역의 폭을 결정하였다. 테이블형 디스플레이의 영

상을 보게 되는 관찰자의 키는 어린이로부터 성인 남성까지 

다양할 것이다. 한국의 표준 키를 고려해 보았을 때, 눈 높이

로 130～170 cm를 가진 관찰자가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디

스플레이 영상을 관측하도록 시역형성의 높이를 결정하였다. 
테이블형 디스플레이의 영상을 보게 되는 관찰자가 수평이

동 하는 범위는 디스플레이 수평화면 길이 내에서 디스플레

이 영상을 관측하도록 시역의 길이를 결정하였다.
상용화된 LCD 디스플레이 중에서 투과형 액정표시장치를 

기준으로 설계하였고, 테이블형 디스플레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두 관찰자에게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

해 시야각이 최대한 넓은 디스플레이(현재는 IPS mode를 사

용하는 LCD)를 사용하였고, 2방향 관찰면에서 각자의 입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나누어짐을 고

려하여 최소 Full HD(1920×1080 pixels) 영상을 제공하는 디

스플레이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관찰자 시역형성방향

은 LCD 디스플레이 패널의 단축방향으로만 선정하였다. 이
는 상용화된 LCD 패널이 디스플레이 열방향으로 R, G, B 
칼라 서브 화소들이 배치되어져 있으므로 시역 내 색 분산 

효과를 배제하고 시역설계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을 참

조하여 본 논문에서 기술하는 기준좌표를 설명하면, 테이블

형 디스플레이 모듈의 상부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이로부터 

수직한 축을 Z축, 수평축을 Y축, 그리고 지면에서 나오는 방

향을 X축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관찰자 시역이 분리되

는 방향은 Y축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III. 테이블형 2방향 관찰면 디스플레이의 시역분리 설

계 및 구현

테이블형 디스플레이를 사이에 두고 왼편과 오른편의 두 

관찰자 시역을 형성하는 방법은 디스플레이의 소스영상을 

각 관찰자 시역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시역분

리를 위한 방법은 크게 공간적 분리와 시간적 분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도 저하의 단점이 있지만, 제작의 용이성

과 상용화된 액정표시패널의 해상도가 HD급을 넘어서 고해

상도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해상도 문제보다

는 상대 관찰자 시역의 영상이 보이지 않는 관찰자 시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연구의 논점이라 판단된

다. 본 논문에서는 관찰자 시역을 분리하기 위한 광학시트로 

패럴랙스 베리어를 사용하였다. 2개의 시역분리를 사용하는 

기본 설계 방법이 관찰자 시역의 크기와 관찰자 시역간 간격

을 이의 설계 값으로 맞추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이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개의 개선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
히 6개의 단위시역을 사용하고 2개의 단위시역을 이용하여 

하나의 관찰자 시역을 형성하는 두 번째 개선 설계 방법은 

그림 1의 설계된 관찰자 시역의 폭과 간격을 확보할 수 있음

을 보일 것이다. 

3.1. 기본 관찰자 시역설계 방법

관찰자 시역을 분리하기 위한 기본 설계방법은 그림 2에 

보여지듯이 제1관찰자를 위한 제1영상과 제2관찰자를 위한 

제2영상이 디스플레이 상부에 배치된 패럴랙스 베리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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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design principle of the first proposed viewing zones 
for multi-viewers.

FIG. 3. The simulation results of light intensity distribution of 
each viewer’s viewing zone at each Z distance as the design 
principle of the first proposed viewing zones is used. 

FIG. 4. The calculated results of I1/I0 depending on horizontal 
position at each Z distance from table-top display.

과하여 제1관찰자 시점과 제2관찰자 시점에 해당영상을 제

공하는 방법이다.
원리적인 면에서는 패럴랙스 베리어를 이용한 다시점 영상

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것과 동일하나, 테이블형 디스플레

이를 사이에 두고 영상을 관찰하는 두 관찰자의 중심시역간

의 간격이 수백 미리미터(mm)로써 일반적인 다시점 설계와

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패럴랙스 베리어를 이용한 시역 설계에 관한 관계식은 다

음과 같다.

 

 (1)

 

 (2)

   (3)

이 때, d는 디스플레이의 화소와 패럴랙스 베리어 사이의 

거리이고, Wp는 화소 크기이고, L은 패럴랙스 베리어와 각 

시점위치와의 거리이고, E는 이웃하는 시점 사이의 거리이

다. Ws와 Wb는 각각 패럴랙스 베리어의 슬릿 부분과 베리

어 부분의 크기이고, n은 설계 시점수이다. 그림 2의 시역 설

계는 2시점 설계이므로, 식 (3)에서 n=2가 되어 패럴랙스 베

리어의 슬릿과 베리어 부분이 동일크기로 설계된다. 식 (1)
에서 패럴랙스 베리어와 디스플레이 사이가 공기층인 경우

를 기준으로 d의 관계식을 구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디스플

레이의 영상을 발하는 기준인 화소는 액정표시장치에 있어

서는 액정층이 된다. 그러므로, 액정표시장치의 액정층과 패

럴랙스 베리어 사이가 d로 정의되며, 필연적으로 액정층 외

곽에 배치된 기판과 편광판 등의 매질이 존재하게 되어 굴절

율에 따른 광경로 변경이 고려 돼야 한다

이러한 설계안에 따른 관찰자의 시역형성 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ORA사의 Lighttools 5.1을 사용하여 전산모사하였다. 
설계에 사용한 액정표시장치는 23인치급 패널크기이고, 해

상도는 1920×1080이고, 화소 피치는 0.2652 mm 이다. 디스

플레이로부터 각 관찰자 시역의 중심까지의 거리 L은 900 
mm 이고, 각 관찰자 시역간의 거리 E는 810 mm으로 설정

하였다. 전산모사 상에서는 화소와 패럴랙스 베리어 사이에 

매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히 비교하였다.
이러한 조건의 관찰자 시역의 전산모사 결과는 그림 3에 

보여진다. 테이블형 디스플레이로부터 700 mm, 900 mm, 
1100 mm거리에서의 관찰자 시역분리 방향(Y축 방향)에서의 

관찰자 시역별 광분포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관찰위치에

서 Y축 방향으로 관찰자의 시역범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관찰자의 시역범위를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로 정의한다. 첫 번째 조건으로 해당 관찰자 시역의 밝

기 대비 상대방 관찰자 시역의 밝기의 비(I1/ I0)가 5% 이하

(즉, 상대 관찰자의 시역 영상이 해당 관찰자의 시역 영상 대

비 5% 이하)이고, 두 번째 조건으로 디스플레이로부터의 일

정높이(Z축 방향)에서 관찰자 시역분리 방향(Y축 방향)에서

의 관찰자 시역의 반치폭(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범위이다. 

위의 시역정의의 첫 번째 조건인 I1/ I0를 관찰자의 Z축방

향 위치에 따라 표현한 그래프는 그림 4에 보여진다. 이와 

함께 그림 3의 각 관찰자의 Z축 방향 위치별 반치폭을 만족

하는 범위는 그림 5에 표시하였다. 편의상 그림 5는 제2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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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structure of calculated viewing zone for 2nd viewer 
formed using the design principle of the first proposed viewing 
zones.

FIG. 6. The conceptual structure of LCD device and the arrangement 
of parallax barrier plate.

FIG. 7. The distance between viewing zones depending on the 
gap between parallax barrier and pixels of the display. 

자의 시역만 표시하였다.
그림 5에 기재된 좌표는 디스플레이가 (Y, Z)=(0, 0) 위치

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의 시역형성 모양이다. 제2 
관찰자 시역모양에 보여지듯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역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가 커지고 중심점이 바깥방향으로 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Z축 방향으로 관찰자 시역의 중심

위치인 Z=900 mm인 지점에서의 관찰자 시역을 비교해본다

면, 제2관찰자 시역의 중심위치는 Y=400 mm에 형성되어 제

1 관찰자 시역과의 간격이 800 mm로 설계치와 동일하게 형

성됨을 알 수 있다. 다만, 관찰자 시역의 범위가 160 mm로 

관찰자 시역의 중심위치로부터 앞뒤로 80 mm 범위로 충분

하지 못하다. 
제1안의 설계개념의 전산모사 결과는 충분한 관찰자 시역

범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관찰자 시역간의 간

격을 전산모사 한 바와 같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근본적

인 문제가 있다. 이상적 조건하의 전산모사는 패럴랙스 베리

어 기판의 두께가 없는 경우이며, 디스플레이의 화소가 있는 

면으로부터 기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으

나,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는 하기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LCD(Liquid Crystal Display)는 그림 6에 보이듯이, 뒷면에 

배치된 백라이트로부터 오는 빛을 액정층에서 화소별로 백

라이트에서 나온 빛의 투과도를 조절하여 영상을 구현해주

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일종이다. 상용화된 LC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럴랙스 베리어가 위치할 수 있는 곳은 두 기판 

사이의 액정층으로부터 상판에 위치한 컬러필터 기판과 편

광판을 지나서 배치되거나, 백라이트와 하판에 부착된 편광

판 사이에 배치될 수 밖에 없다. 통상적인 LCD에 사용되는 

기판의 두께는 0.5～0.9 mm 정도이고, 편광판의 두께는 대

략 0.2 mm 정도이다. 그러므로, 디스플레이와 패럴랙스 베리

어층 사이의 거리는 디스플레이의 기준이 되는 액정층으로

부터 최소 0.7～1.1 mm 거리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식 

(1)로 구한 패럴랙스 베리어와 디스플레이와의 이격 간격이 

약 0.2947 mm 정도이므로 현실적으로 구현하기가 불가능 

하다. 

3.2. 제1개선 관찰자 시역설계 방법

기본 설계는 제1관찰자와 제2관찰자에 보내는 두 개의 영

상정보를 각각의 관찰자 시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패럴랙스 

베리어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설계는 

시역의 범위가 관찰자 시역의 Z방향 중심위치(Z=900 mm)에
서의 시역크기가 충분하지 않고, 상용화된 액정표시장치(LCD)
를 이용하여 상대 관찰자 시역간의 간격을 확보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림 7은 디스플레이의 화소와 패럴랙스 베리어 사이 간격 

d와 관찰자 시역간 간격 E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화소

로부터 패럴랙스 베리어 사이의 최소거리는 LCD 패널의 기

판과 편광판 등 광학시트들의 두께의 합이 된다. 화소와 패

럴랙스 베리어 사이에 유리와 같은 매질이 있는 경우에는 그림 6
의 점선의 광경로와 같이 공기 중으로 광이 진행할 때 굴절

효과에 의해 광 진행 경로가 바뀌게 된다. 이 효과에 따라 

같은 d에서도 E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림 7의 E2는 d에 매질

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고, E1은 굴절율 1.5인 매질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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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design principle of the second proposed viewing 
zones for multi-viewers.

FIG. 9. The simulation results of light intensity distribution of 
each viewer’s viewing zone at Z=900 mm as the design principle 
of the second proposed viewing zones is used. 

FIG. 10. Camera pictures according to the horizontal position at 
the optimum distance (Z=900 mm) from the table-top display.

하는 경우이다. 상용화된 LCD 패널의 사양을 비교해보면, 
패럴랙스 베리어와 디스플레이의 화소 사이에 최소 가능한 

거리는 0.9～1.1정도이고 화소와 패럴랙스 베리어 사이에 기

판 등 매질이 존재하므로, 패럴랙스 베리어를 사용하여 분리 

가능한 시역간의 간격은 300～400 mm 범위 이하이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고 관찰자 시역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3개
의 시역으로 분리하고 중간시역의 영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자 시역 설계에 대한 기본개념은 그림 8에 보

여진다. 제1관찰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제1관찰시역과 제2관
찰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제2관찰시역을 형성하고, 제1관찰

시역과 제2관찰시역 사이에 제거된 영상을 배치하는 제3시
역(블랙시역)을 형성하도록 패럴랙스 베리어를 설계한다. 또
한, 관찰자 시역분리방향(Y축 방향)을 따라 세 개의 분리된 

영상이 디스플레이의 인접 화소에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디
스플레이의 첫 번째 화소들의 영상들은 제1관찰시역에 제공

되고, 디스플레이의 두 번째 화소들의 영상들은 제2관찰시역

에 제공되고, 디스플레이의 세 번째 화소들(B화소)의 영상들

은 제거 된다.
이와 같은 다중뷰 설계변수의 관계식 중에서 식 (1)과 식 (2)

는 동일하고, 식 (3)에서 n=3인 조건이므로 Wb=2Ws를 만족

한다. 설계에 사용된 LCD패널은 기본 설계 방법의 것과 같

다. 제1관찰위치와 제2관찰위치 사이는 제1안과 동일한 800 
mm이나, 3개의 시역분리설계이므로 E는 400 mm가 된다. 

그림 9는 관찰자 시역의 중심위치인 Z=900 mm에서의 수

평방향(Y축 방향)에 따른 제1관찰자의 시역과 제2관찰자의 

시역을 보여주고 있다. 3.1에서 정의한 관찰자 시역은 대략 

330 mm이다. 그러므로, 관찰자들은 각 관찰자의 중심위치에

서 앞뒤로 165 mm 움직일 때에 각자의 영상을 볼 수 있다. 
그 전산모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23인치 테이블형 디스플

레이 모듈을 제작하였고, 디스플레이로부터 관찰자 중심위치

(Z=900 mm)에서 수평방향에 따라 150 mm간격으로 -600 
mm～600 mm 범위에서 카메라 영상을 획득하였다.

카메라 영상을 정성적으로 비교해보면, 대략적으로 수평위

치가300 mm인 지점이 관찰자 시역의 중심이 되고, 이의 좌

우 카메라 영상이 상대 관찰자 시역의 영상간의 간섭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영역으로 위의 전산모사 결과와 같이 대략 

300 mm의 시역범위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3개의 시역분리를 통한 관찰자 시역형성 방법은 기본 설계 

방법에 비해 관찰자 시역간 경계의 상대방 관찰자 시역의 영

상이 간섭하는 효과는 최소화 되었고, 관찰자 시역이 두 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제1관찰자(또는 제2관찰자)의 관찰자 시

역의 외곽으로 제2관찰자(또는 제1관찰자)의 부 시역과 중첩

되어 관찰자 시역 범위는 개선효과에 제한이 따른다.

3.3. 제2개선 관찰자 시역설계 방법

앞서 보인 두 가지의 관찰자 시역설계에 의한 관찰자 수평

시역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그림 11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시

역설계를 하였다. 시역설계의 기본개념은 광학시트(패럴랙스 

베리어)를 사용하여, 6개의 단위시역이 테이블형 디스플레이

로부터 최적 관찰자 위치 Z=900 mm지점에 형성된다. 각 관

찰자의 시역은 2개의 단위시역이 합쳐져서 형성되고, 제1관
찰자 시역과 제2관찰자 시역은 하나의 단위시역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다. 그 단위시역의 영상은 제거된다. 이러한 경

우, 각 관찰자 시역에 있는 관찰자는 이상적으로 상대 관찰

자 시역영상과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림 11에서, 첫 번째 관찰자의 시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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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conceptual diagram of the merged viewing zone for each viewer.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display used

Display Size
30 inch (76cm, IPS mode)

641.28×400.8 mm 

Resolution
WQXGA

(2560×1600, Full HD)

Contrast ratio 1,000 : 1

Brightness 370 cd/m2

Responstime 5 ms

Viewing angle
(Left-Right/Top-Bottom)

178 degree/178 degree

Pixel size 0.2505 mm

FIG. 12. The concept drawing of table-top display showing viewing 
zones arrangement for two viewers.

단위시역들을 합쳐서 형성되고, 두 번째 관찰자의 시역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위시역들을 합쳐서 형성된다. 또한, 세 

번째와 여섯 번째 단위시역의 영상들은 제거된다. 2방향 관

찰면의 관찰자들을 위한 이러한 설계에서, 각 관찰자의 시역

이 넓어지고 상대 관찰자 시역간의 영상의 겹침이 최소화된

다. 제2개선 시역설계 방법을 적용한 디스플레이의 사양은 

표 1에 보여진다.
관찰자 시역형성을 위해 패럴랙스 베리어가 사용됐고, 디

스플레이의 화소와 패럴랙스 베리어의 거리 d는 1.13 mm이

다. 이때의 d는 디스플레이의 화소와 패럴랙스 베리어 사이

에 다른 매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실제적으로는 디

스플레이의 화소와 패럴랙스 베리어 사이에 존재하는 매질

의 굴절율에 따른 유효거리 d’으로 환산하여 적용 되어야 한다.
설계된 패럴랙스 베리어의 슬릿 폭은 0.2403 mm이고, 베

리어 폭은 1.2614 mm이다.
그림 12에서 패럴랙스 베리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에 

따른 관찰자 시역형성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디스플

레이로부터 관찰자의 최적 수직거리는 900 mm로 설정하였

고, 그 위치에서의 단위시역은 300 mm로 설정되었다. 두 인

접단위 시역을 합쳐서 각 관찰자의 관찰방향의 시역크기는 

600 mm로 설계되었다. 추가적으로 하나의 단위시역이 각 관

찰자의 시역들 사이에 놓여졌고, 그 것은 300 mm로 설계되

었다.

또한, 각 관찰자 시역에서의 입체영상 형성을 위한 또 다

른 광학시트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패럴랙스 베리어

는 LCD 패널과 백라이트 사이에 배치하였다. 
본 관찰자 시역설계에 의한 전산모사 결과 그림 13에 보여

진다. 디스플레이로부터의 수직거리조건은 700 mm, 900 
mm, 그리고 1100 mm 이다. 각 관찰자 시역의 수직거리에서

의 수평방향 전산모사 범위는 -1000 mm 에서 1000 mm까지 이다. 
그림 13에 보여지듯이, 디스플레이로부터 멀리 떨어질수

록, 각 관찰자의 시역의 밝기는 줄어들게 된다. 관찰자 시역

의 범위를 정의하는 첫 번째 조건인 관찰자 시역의 밝기 대

비 상대방 관찰자 시역의 밝기의 비(I1/ I0)가 5% 이하인 조

건은 이상적으로 그림 13의 수평방향 범위인 -1000 mm～
1000 mm내에서는 모두 만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찰자 시

역의 범위는 반치폭 조건에 의해 결정이 되고 수직관찰거리

에 따른 관찰자 시역은 420～620 mm이다. 
전산모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산모사 조건과 동일

한 조건의 테이블형 디스플레이 모듈을 제작하였고 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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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4. The measured light intensity distribution of unit viewing 
zones of 30 inches table-top display at each distance of the Z-direction. 
(a) Z = 700 mm, (b) Z = 900 mm, (c) Z = 1100 mm.

FIG. 13. The simulation results of light intensity distribution of 
each viewer’s viewing zone at each Z distance as the design 
principle of the third proposed viewing zones is used.

을 평가하였다. 그림 14는 디스플레이로부터의 수직거리가 

700 mm, 900 mm 그리고 1100 mm위치에서 관찰자 시역의 

수평방향에서의 단위시역의 광 분포를 측정한 결과이다. 
현재 실험실에서 자체 제작하여 보유 중에 있는 시역측정 

시스템은 수평방향의 측정범위가 600 mm이다
[8]. 이 측정범

위 내에서는 3개의 단위시역의 중심을 측정할 수 있다. 
Z=700 mm 위치에서의 중간영역의 시역이 포화되어 시역의 

중심값을 읽을 수는 없지만, 이 시역의 왼쪽 시역의 중심값

과 오른쪽 시역의 중심값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 측정된 

수직관찰거리에 따른 단위시역 간격은 180에서 206 mm 이
다. 이는 Z=900 mm인 수직관찰거리에서의 단위시역의 설계

치인 300 mm의 2/3정도 크기로써 설계치와 측정치의 차이

가 크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제작된 테이블형 디스

플레이 모듈의 Z=900 mm 위치에서의 관찰자 시역 분리방향

(Y방향)에서 -1000～1000 mm 범위를 100 mm 간격으로 움

직이며 카메라 영상사진을 찍었다. 코알라와 튜울립 영상이 

첫 번째 관찰자와 두 번째 관찰자의 각 시역에서 보여지는 

영상으로 설정되어있다.
그림 15에 위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각 테스트 영상

들은 각 관찰자 위치에서 구별되는 영상이다. 각 관찰자가 

상대 관찰자의 영상과 간섭 없이 각자의 영상을 볼 수 있는 

Y방향 범위는 대략 500 mm이다. 이 결과는 전산모사로부터 

예측되는 관찰자 시역의 반치폭과 유사한 결과이나, 전산모

사상에서는 그림 15의 수평위치 범위 내에서는 각 관찰자 위

치범위 내에서는 상대 관찰자 시역의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것

과 대비된다 즉, Y방향에 따라 이동하며 얻은 카메라 영상에 

의해 평가된 시역은 전산모사와 비교하여 근본적으로 줄어

들었다.
전산모사 결과에 비해 관찰자 시역범위가 줄어들게 된 원

인은 크게 두 가지로 판단된다. 첫 번째 원인은 패럴랙스 베

리어와 디스플레이패널 사이의 정렬오차이다. 그림 15(a)와 

15(b)의 Y방향위치가 -100 mm, 0 mm, 100 mm에서의 사진

들은 제1관찰자와 제2관찰자의 영상이 동등하게 나누어져 

보이지 않고, 오히려 Y방향에 수직한 X방향으로부터 경사져

서 보인다. 그것은 첫 번째 광학시트와 디스플레이 패널 사

이의 정렬오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원인은 패럴랙스 

베리어와 디스플레이 패널 사이의 거리의 비균일성이다. Y
방향 위치의 700 mm～1000 mm 범위에서 비교하면, 디스플

레이의 중심영역에서 상대방의 영상정보가 다른 영역에서 

보다 빠르게 보여진다. 이것은 디스플레이의 중심부의 시역

간격이 디스플레이의 다른 부분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럴랙스 베리어와 디스플레이의 화소 사이 거리 d가 디스

플레이 중심부에서 설계치 보다 0.4 mm 크고 그 외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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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5. The photos for the viewing zone of the first and the 
second viewer (a) Y direction range: -1000 mm～0, (b) Y direction 
range: 0～1000 mm.

FIG. 16. The simulation results of light intensity distribution of 
each viewer’s viewing zone at Z=900 mm as the distance between 
the pixels of display and parallax barrier depending on the position 
of display is different.

설계치와 같은 경우에 Z=900 mm 위치에서의 관찰자 시역의 

광 분포 특성은 그림 16에 보여진다.
그림 16의 관찰자 시역은 그림 13의 균일한 d값에 의해 형

성된 관찰자 시역분포와 다르게 수평위치가 650 mm인 지점

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에 상대 관찰자 시역의 부시역이 형성

됨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그림 14의 측정된 단위시역 결과

와 같이 수평방향위치가 100 mm 이내에서 상대 관찰자 시

역이 서로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실제 

제작된 테이블형 디스플레이의 관찰자 시역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패럴랙스 베리어와의 정렬오차와 그 사이의 거리오

차에 따라 줄어들게 되지만, 제2개선 시역설계방법에 의해 

제작된 테이블형 디스플레이는 관찰자 시역의 범위가 Z=900 
mm를 기준으로 500 mm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각 관

찰자 시역 내에서 관찰자가 앞뒤로 250 mm 정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제2개선 시역설계방법을 사

용하여 그림 1의 관찰자 시역위치와 시역의 크기범위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IV.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인터랙티브 3D 디스플레이에 적용 가능한 

테이블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배치된 2관찰면 관찰자 시

역의 위치와 시역의 크기를 정의 하였고, 관찰자 시역의 폭

을 해당 관찰자 시역의 밝기 대비 상대방 관찰자 시역의 밝

기의 비(I1/ I0)가 5% 이하이며 반치폭(FWHM)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해상도 측면에서 2개의 시역만으로 테

이블형 디스플레이의 좌우 관찰자 시역을 형성함이 가장 유

리하나, 상용화된 LCD 패널을 사용 할 때의 패럴랙스 베리

어와 화소 사이 거리의 최소조건에서도 좌우 관찰자 시역간 

간격을 300～400 mm 이상 넓힐 수 없고, 각 관찰자 시역과 

상대 관찰자 시역의 부시역의 간섭에 의한 관찰자 시역을 넓

히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좁은 관찰자 

시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상도 측면의 단점은 있지만6개의 

단위시역 설계와 이 중 2개의 단위시역을 합쳐서 각 관찰자 

시역을 형성하고 각 관찰자 시역 사이에 하나의 단위시역을 

형성하고 이 시역의 영상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테이블형 디스플레이의 좌우 관찰자 시역의 범위를 500 mm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2방향 관찰면 

테이블형 디스플레이 모듈은 마주보고 있는 두 관찰자가 서

로 다른 영상을 간섭 없이 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테이블형 디스플레이의 2방향에 형성된 각 관찰자 시

역에서 3차원 영상을 관찰할 수 있는 광학시트를 추가로 설

계/제작하여 3차원 영상 시스템을 구현하면, 마주보고 있는 

두 관찰자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는3차원 영상과 상

호작용이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인터랙티브 3D 디스

플레이 시스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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