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딥러닝의 발전으로 딥러닝을 사용한 컴퓨
터 비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 
비전 기술중 객체 검출 기술은 스마트 CCTV, 스
마트 팜, 스마트 플랜트 등과같은 분야에서 사용되
고 있는 기술이다. 객체 검출의 성능을 높이기 위
한 방법은 네트워크 개선, 데이터 학습등 많은 방
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라이트 필드 
카메라를 사용하여 객체 검출의 성능을 높이는 방
법을 제안한다. 라이트 필드 카메라란 빛의 양을 
영상화하는 일반적인 카메라와 달리 빛의 양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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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기록하고 이를 통하여 3차원 깊이의 추정, 
임의의 초점에서 초점을 맞춘 영상을 연산하여 재
초점(Re-focusing)기능 등을 구현하는 카메라이다. 
따라서 한번의 촬영으로 다초점의 영상들을 획득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여러 초점에서 촬영
된 이미지들의 NMS(Non Maximum Suppersion) 연
산을 통하여 객체 검출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제
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딥러닝 기반의 객체 검출 
알고리즘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SSD Object detection [1]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제
안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본 논문의 성능평가에 사
용되는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Lytro 카메라[2]를 
통해 자체 구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안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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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라이트 필드 카메라를 통한 컴퓨터 비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라이트 필드 카메라에
서는 공간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epth map estimation, super resolution, 3D object detection 과 같
은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트필드 카메라를 통해 취득되는 7x7 배
열의 이미지를 통해 blur 영상에서 객체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카메라에서 취약한 
blur 영상을 라이트 필드 카메라를 통하여 검출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SSD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실제 
라이트 필드 카메라에서 취득한 blur 영상을 사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ABSTRACT

Recently, computer vision research using light field cameras has been actively conducted. Since light field cameras 
have spatial information,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in fields such as depth map estimation, super resolution, 
and 3D object detec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detecting objects in blur images through a 7x7 array 
of images acquired through a light field camera. The blur image, which is weak in the existing camera, is detected 
through the light field camera. The proposed method uses the SSD algorithm to evaluate the performance using blur 
images acquired from light field cam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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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성능을 입증한다. 

Ⅱ.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방법에서 사용되는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lytro 카메라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취득
한 후, 취득된 이미지들은 객체 검출 네트워크에 
입력된다. 객체 검출 네트워크에서 계산되는 객체
의 정보들은 일괄적으로 계산되어 하나의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Ⅱ.A SSD Object Detection 
본 논문에 사용되는 검출 알고리즘 SSD(Single 

Shot Multibox Detector)는 YOLO [3] 검출기와 
함께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객체 검출 알고리즘으
로 본 논문에서는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SSD 검출기
의 Mutibox-layer에서 추출된 8,732개의 다양한 
크기의 객체가 추출된다. 검출된 객체는 NMS등의 
연산을 통하여, 중복되는 객체를 제거하여 최종 객
체 검출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light field 카
메라를 사용하여 추출된 이미지들을 Multibox 
layer에 입력하여 최종 결과물을 출력한다.

Ⅱ.B Light Field Camera
 본 논문에서는 Lytro camera를 사용하여 객체 검
출을 수행한다. 라이트 필드 카메라 샘플링의 원리
를 이용하여 광선을 매개 변수화한다. 각 광선은 
메인 렌즈를 통해 마이크로 렌즈에 투영된다. 투영
된 이미지는 그림2.(b)와 같다. 일반 렌즈에 투영된 
빛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속의 특정 마이크로 
렌즈를 통과 한 빛이 센서상의 각 화소에 투영된
다. 즉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마이크로 렌즈 어래
이 개수에 상응하는 개수의 하나의 이미지가 촬영 
된다. 그리하여 한 번의 촬영으로 얻은 여러 장의 
이미지를 통하여 객체 검출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
을 제안한다.

Ⅱ.C Non-Maximum-supperison
NMS 알고리즘은 다양한 크기의 형태로 존재하

는 객체를 완벽하게 검출하기 위해 하나의 

bounding box를 선별하는 기법이다. 하나의 클래
스에 대한 bounding boxes 리스트에서 가장 높
은 confidence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객체는 제거
된다. 라이트필드 카메라에서는 다수의 영상을 사
용하기 때문에 검출되는 bounding box의 수는 단
일 카메라에서 추출된 bounding box의 개수보다 
많다. 따라서 SSD 검출기를 통해서 추출된 
bounding box 단일 카메라에서 추출된 검출방법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그림 2. (a) 라이트 필드 카메라의 two plane 
parametrization. (b) 라이트 필드 카메라의 

예시 [4]

(a) 기존 카메라

(b) 라이트필드 카메라

그림 3. 제안하는 방법의 실험 결과

그림 1. 제안하는 방법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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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결과

본 논문의 실험은 자체 구축한 데이터셋을 사용
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자체 구축된 데이터
셋은 기존 카메라에서 열악한 초점이 흐려진 blur 
이미지를 촬영하여 구축하였다. 그림 3은 기존 카
메라에서의 객체 검출 결과와 라이트 필드 카메라
를 통해 수행된 객체 검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 (a)의 결과에서는 blur된 이미지에서 열악한 검
출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림3. (b)는 중앙 초
점에서 검출이 안 되었지만 다른 초점의 영상에서 
검출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을 통하여 기존 카메라에서보다 라
이트 카메라에서 객체 검출을 사용한 방법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평가.
Confidence Average

Confidence
(a) 0.303 0.303

(b) 0.632 0.396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라이트 필드 카메라를 이용한 객
체 검출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라이트 필드 카메라
를 이용한 객체 검출방법은 한 번 촬영으로 다수
의 이미지를 확보하여 기존의 객체 검출보다 더 
좋은 성능의 결과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합당성을 입증하
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시스템에서는 기존 카메라
에서 취약한 blur 영상에서도 강건한 결과를 보여
주어, 정확한 객체 검출과 뎁스맵 추정이 요구되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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