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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집적영상에서 정치실영상을 재생하기 위한 깊이변환법을 제안한다. 종래의 집적영상은 재생상이 

반전된 깊이로 재생되는 도치영상 문제가 있다. 재생상의 깊이는 개별 요소영상의 좌표에 의해 결정된다. 요소영상 

획득과 재생시스템의 기하학적 관계를 분석하여 재생상의 깊이 변환 에 필요한 수식 유도가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도치영상을 정치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보이고 또한 이론적 분석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depth conversion method for orthoscopic real image reconstruction in integral imaging. 
Pseudoscopic image has been regarded a problem in conventional integral imaging. the depth of reconstructed image is 
depending on a coordinate of an elemental image. The conversion from pseudoscopic to orthoscopic may be possible 
by analysing the geometrical relation between pickup and reconstruction system of elemental image.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confirmed through preliminary experiments as well as ray optical analysis.
 
키워드 : 3D 디스플레이, 집적영상, 요소영상, 깊이변환, 정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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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집적영상 (Integral Imaging)은 1908년 Lippmann에 

의해 처음 제안된 3차원 영상 구현 방법이다[1]. 집적영

상은 자연광의 이용이 가능하고 완전한 색상 구현, 시
야각 내에서 연속적인 관찰시점과 Autosteroscopic 영
상 제공, 무안경 방식 그리고 시차영상의 획득과 재생

과정이 다른 3차원 영상 기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2-7]. 
집적영상은 3차원물체를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하였

을 때의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재생함으로 3차원 물체

와 동일한 영상을 재생하는 영상구현방법이다. 물체의 

다양한 시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요소렌즈

(elemental lens)가 연속적으로 배열된 평면 형태의 렌

즈배열(lens array)을 이용한다. 이 때 렌즈배열 내에 위

치한 요소렌즈의 위치에 대응하여 3차원 물체의 연속 

적인 시차정보가 결상된다. 이 시차정보의 배열을 요소

영상이라 하며, 요소영상은 카메라 등의 픽업장치를 이

용하여 획득된다. 3차원 영상 재생은 렌즈배열을 영상

표시장치 앞에 놓음으로 요소영상 획득시 3차원 물체가 

놓였던 깊이에  3차원 영상을 재생한다. 집적영상의 재

생영상에서 관찰되는 특성으로써 재생영상이 반전된 

깊이 감을 갖는 도치영상 (Pseudoscopic image) 문제가 

있다. 재생상의 도치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기의 

연구로는 요소영상 획득시 사용되는 광학계를 GRIN 
(gradient index)렌즈 어레이[8,9], 오목렌즈 어레이, 그
리고 렌즈어레이를 한 번 더 사용하는 방법 [10], 등이 

연구 되어졌다. 그러나 위 방법들은 재생상이 허상으로

만 구현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정치 실상 구현을 위한 

연구로는 광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다양한 깊이 변환법

이 시도 된바있다[11-14]. 그러나 특별한 광학장치를 부

가적으로 활용하여 재생되는 정치실상 (Orthoscopic 
real image) 즉, 바른 순서의 깊이를 갖는 영상은 재생영

상의 왜곡과 질적 저하를 수반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물체와 요소영상 그리고 재생상의 기

하학적 관계를 정의하고 이들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

하여 광학적 손실과 부가적인 수차 없이 도치영상문제

를 해결하고자 한다. 요소영상과 획득계 그리고 재생계

의 분석을 통하여 수식을 유도 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재생하고자 하는 깊이에 대응하도록 요소영상 변환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보이기 위하여 이

론적 분석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Ⅱ. 도치영상의 특성

일반적인 집적영상법 (Integral Imaging Method)을 

통해서 재생되는 영상은 도치실상(Pseudoscopic real 
image)의 형태로 관찰된다. 이는 광학계의 문제로 인하

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3차원 물체의 정보가 획득되

며 재생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림 1. 집적영상에서 3차원 정보 획득과 재생과정

Fig. 1 3D information pickup and reconstruction process 
in integral imaging.

그림 1은 이를 표현한 것으로 요소영상 획득시 3차원 

물체와 렌즈배열 사이의 깊이 순서는 재생과정에서 동

일한 순서를 가진 영상으로 재생되기 때문이다. 도치영

상 (Pseudoscopic image)은 반전된 깊이로 재생되므로 

3차원 영상으로 관찰자에게 제공하기에는 부적절 하며, 
도치영상 문제는 집적영상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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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해결 돼야할 과제이다.  

Ⅲ. 재생상의 깊이와 요소영상의 

좌표 사이의 관계

집적영상 (Integral Imaging) 에서 물체의 3차원 정보

는 요소렌즈(elemental lens)가 연속적으로 배열된 렌즈

배열(lens array)을 통하여 결상되며 카메라나 CCD 
(Charge Coupled Device)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2차원 

형태로 저장된다. 저장된 2차원 영상을 요소영상배열

(elemental image array)이라 하고 각 요소렌즈에 대응

되는 영상을 요소영상(elemental image)이라 하며 획득

과정은 그림 2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그림 1은 공간상

의 점 물체, 렌즈배열, 요소영상의 기하 광학적 관계를 2
차원 좌표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렌즈 배열에서 점물체와 이미징점들과의 기하학적 관계

Fig. 2 Geometrical relation between a point object and 
imaging points in the lens array method

이때 변수들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

그림 2와 식 (1)에서 좌표의 원점은 렌즈배열의 제일 

아래에 위치한 요소렌즈의 가장자리이다.   

는 물체의 좌표이며, 실물체의 경우   을 만족한

다. 는 이웃한 요소렌즈광축 사이의 거리이고, 요소

렌즈의 직경이기도 하다. 는 요소렌즈의 초점거리 이

며, 과 은 각각 m과 n번째 요소렌즈에 의한 x

축과 z축 방향의 결상 점을 나타낸다. 는 요소영상의 

결상 깊이이며, 은 렌즈배열 내에서 각 요소렌즈의 

위치를 나타낸다.
재생상의 깊이 변환은 획득된 요소영상배열의 위치

에 대응하는 재생영상 (Reconstructed image)의 위치관

계를 참고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요소영상의 

위치와 이에 대응하는 재생영상의 기하학적 관계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림 3은 이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3. 렌즈 배열에서 재생상과 요소영상들과의 기하학적 관계

Fig. 3 Geometrical relation between a reconstructed 
image and elemental images in the lens array method

요소영상과 재생영상들 사이의 변수들의 대응관계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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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식 (2)에서   는 재생영상의 좌표이

고, 다른 변수들은 그림 2의 설명과 동일하다. 
그림 4는 재생영상의 깊이를 변환하기 위한 요소영

상의 좌표변환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변환되기 전 요

소영상의 좌표는    이고 이 점들에 대응

되는 재생영상의 집적점 (integrated point)의 좌표는 

    으로 그림에서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재생영상을 임의의 깊이    에 집적하기 위하

여 그림에서 표현한 것처럼 대응되는 요소영상의 변환

이 필요하며 변환된 점의 좌표는    로 

그림에서 실선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4. 재생영상의 깊이변환을 위한 요소영상의 변환

Fig. 4 Elemental image deformation for depth conversion 
of reconstructed image

변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요소영상면과 렌즈배열사이

의 거리를 변환 전과 후 모두  이다. 그림 4에 표현

된 것처럼 깊이가 변환된 재생영상 (Defromed 
recostructed image)의 좌표는 변환되기 전 재생영상 

(Original reconstructed image)과 축 좌표에서만 차이

를 보인다. 그러나 요소영상면에서는 변환된 재생영상

에 대응되는 축과 축좌표에 대한 좌표변환이 필요하

다. 변환하고자 하는 깊이  를 결정하였을 경우 이에 

대응되는 요소영상면위의 점들은 식 (1)과 (2)를 응용하

여 유도할 수 있고 요소영상면        이

므로 변환된 좌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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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 (3)은 변환되기 전 요소영상의 좌표 과 

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를 임의의 값으로 주었을 

경우와 물체의 위치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수

식이 의미하는 바는 알고 있는 물체 정보에 대하여 재

생영상을 위치시키고자 하는 깊이에 재생하기 위한 중

간과정인 요소영상획득 과정 없이 원하는 깊이에 집적

될 요소영상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한다. 
획득된 요소영상에서 재생상의 깊이를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수식 (1)을 와 에 대하여 정리한 후 수

식 (3)에 각각 대입하면 되며 그  결과는 식 (4)와 같다.

 



  

  


 

 





 



  

  


 

 





.      (4)

Ⅳ. 깊이 변환 실험

제안하는 깊이변환법에 대한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깊이변환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재생상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 요소영상으로 재생된 상

과 제안하는 변환법을 이용하여 변환된 요소영상의 재

생 상을 비교하였다.  그림 5는 요소영상 획득과 재생과

정의 실험 셋업 이다. 실험에서 요소렌즈의 직경은 10 
mm이고 초점거리는 30 mm이며 요소렌즈는 사각형 형

태의 평볼록렌즈이고 렌즈배열 전체크기는 8X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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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요소영상 획득과 재생 실험 셋업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capturing and reconstruction 
to elemental image array

물체는 K, N, U 알파벳 문자가 사용 되었으며 각각 

렌즈배열로부터 거리 70mm, 90mm, 110mm 떨어져 있

다. 요소영상 재생과정에서는 요소영상을 획득할 때와 

동일한 사양의 렌즈배열을 사용하였다. 또한 렌즈배열

은 요소영상배열로부터 31.5 mm에 위치시켰다. 재생영

상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수평방향으로 

이동하며 관찰하였다. 

그림 6. 원본 요소영상과 깊이가 변환 요소영상

Fig. 6 Original elemental image array and depth converted 
elemental image array

그림 6(a), (b)는 각각 획득된 원본 요소영상과 깊이

가 변환된 요소영상이다. 그림 6(b)의 요소영상은 원본 

요소영상으로부터 제안하는 깊이변환법을 이용하여 변

환한 결과이다. 
그림 7(b)와 (c)는 각각 그림 6(a)와 (b)의 요소영상

을 이용하여 재생한 결과이다. 그림 7(b)는 도치실상으

로 재생되었다. 도치실상은 반전된 깊이로 재생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관찰위치에 기대되는 재생

영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하기 위하여 그림 7(a)의 관찰위치와 그림 7(b)에서 재

생된 영상을 논의하면, 관찰 위치가 왼쪽일 경우 관찰

자는 물체의 왼쪽에 대응하는 영상이 관찰될 것을 기

대한다. 그러나 그림 7(b)의 재생영상을 보면 왼쪽에서 

관찰할  때 물체의 오른쪽 부분이 관찰되며, 오른쪽에

서 관찰할 때 물체의 왼쪽 부분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 재생결과 : (a) 관찰위치, (b)도치실상, (c) 정치실상

Fig. 7 Reconstruction result : (a) observing position, (b) 
Pseudoscopic real image, (c) Orthoscopic real image

그림 7(c)는 제안하는 깊이변환법을 이용하여 깊이

가 변환된 그림 6(b)의 요소영상을 이용하여 재생된 

결과로써 정치실상으로 재생되었다. 도치영상과 달리 

정치실상은 올바른 깊이를 갖는다. 이는 다양한 관찰

위치에서 관찰한 재생상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특

성이다. 그림 7(a)의 관찰 위치와 이에 대응하는 영상

을 그림 7(b)의 정치실상으로 재생된 결과에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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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관찰 위치에 대응하여 올바른 영상이 재생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제안하는 도치영상에서 정치실

상으로의 깊이변환법 이론을 실험으로 검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Ⅴ. 결  론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집적 영상 기술에서 재생

상의 도치영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요소영상의 좌

표를 재생깊이를 고려하여 변환하는 새로운 깊이변환

법을 제안하였으며 기하학적 분석을 통하여 제안하는 

변환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획득된 요소영상을 이용하여 도치실

상 재생 실험과, 요소영상변환을 통하여 정치실상 재생 

실험을 수행하여 재생된 영상들을 관찰위치와 비교하

였다. 실험결과 깊이가 반전되는 특성을 갖는 도치영상

이 변환된 후 올바른 깊이 감을 갖는 정치실상으로 재

생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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