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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ing the Optical Structure of a Multiscale Gigapixel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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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erive 28 optical structural equations based on our two previous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papers about a gigapixel 

camera, which were published in 2013 and 2015 respectively. Utilizing these 28 equations, we are able to obtain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optical structure for a multiscale gigapixel camera system, in addition to obtaining numerical values for structural 

parameters very directly and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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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에 발표한 멀티스케일 기가픽셀카메라에 대한 두 편의 이론과 실험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28개의 구조방정식들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 식들을 활용하면 어레이카메라 방식으로 구성되는 멀티스케일 기가픽셀카메

라의 광학구조에 대한 통찰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완전하고 신속하게 다양한 구조인자 값들을 손쉽게 획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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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가픽셀기술로 탄생된 기가픽셀카메라 혹은 영상은 구글, 

MS와 같은 첨단기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관광, 홍보, 우

주, 국방과 같은 다양한 기업과 분야에 적용되어 지고 있고 

그 중요성과 활용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1-2]

 작년 말(2014

년 11월), 삼성전자는 미국 켈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모

스코니 센터에서 ‘삼성 개발자회의 2014’를 열어 3차원 전방

위카메라 ‘프로젝트 비욘드’를 공개하였는데 이 카메라는 가

상현실을 구현하는 기어VR과 연동되고 기가픽셀급의 영상

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3]

 그리고 최근(2015년 7월), 노키

아도 360도 전방위 촬영이 가능한 오조를 올 연말까지 출시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 카메라도 8대의 카메라를 구형으로 

배열하여 시야각의 일부를 각 카메라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4]

 또, 미국의 JAUNT라는 회사는 28

대의 어레이 카메라를 사용하여 영상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나온 VR 카메라들 중에서 최고로 고해상도를 구현

한다고 한다.
[5,6]

 기가픽셀카메라 기술은 일반적으로 크게 어

레이 카메라 혹은 어레이 센서방식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

데, 전자는 대표적으로 듀크대의 방식이고
[7-13]

 후자는 BAE 

시스템스의 방식이라고
[14,15]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레이 카메라방식인 멀티스케일방식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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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geometrical ray structure for multiscale 

gigapixel camera lens system composed of monocentric objective 

lens and rear lenses(eyepiece+microcamera lens).

FIG. 2. Schematic diagram of CMOS sensor composed of effective 

area and dead zone.

FIG. 3.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way of how to avoid the 

dead zone of CMOS sensor on the R' plane by using eyepiece 

lens.

가픽셀카메라에 대한 구조설계를 연구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①기가픽셀카메라의 광선구조를 파악하였고 ②이로부

터 전체기가픽셀카메라의 구조를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방식

으로 분석해 나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광학시스템의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들을 도출하는 성

과를 낼 수 있엇다. ③세부적으로는 공심대물렌즈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도 수행하였고 공심대물렌즈의 특성과 

곡률반경 값도 구할 수 있었다. 또, Seidel 3차의 구면수차도 

계산하여 얻어진 곡률반경 값의 당위성도 확인해 보았고 기

하광학적인 대칭원리에 의한 공심대물렌즈의 수차분석도 다

루어 보았다. ④ 결론적으로 본 논문을 통해 총 28개의 구조

방정식이 도출되었다.

II. 멀티스케일방식의 기가픽셀카메라의 광선구조

다음 Fig. 1은 멀티스케일방식의 기가픽셀카메라의 기하광

학적인 광선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1에서는 기가픽셀

카메라의 시야각(FOV)을 확보하기 위해 1차 결상렌즈로써 

공심대물 렌즈를 채택하고 있다. 공심렌즈란 중심에 위치한 

구경조리개를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의 렌즈곡률반경의 중심

들이 모두 구경조리개의 중심점에 일치하는 렌즈를 말한

다.
[8-10]

 Fig. 1에서는 4개의 면으로 구성된 공심렌즈가 나타

나 있다. 공심렌즈이기 때문에 주광선은 Fig. 1에서처럼 굴절 

없이 첫 번째 면을 통과한 후 직진하여 구경조리개에 입사하

고 또 굴절 없이 직진하여 네 번째 면을 통과하게 된다. 이

와 같은 광선구조로 인해 입사동과 출사동의 위치는 공심렌

즈의 중심에 있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입사동과 출사동, 구경

조리개가 모두 동일한 위치인 공심렌즈의 중심에 있게 된다. 

만약 구경조리개를 기준으로 공심렌즈의 곡면형상이 대칭적

이라면 주요면도 공심렌즈의 중심에 있게 된다.
[9]

 

다음으로 공심렌즈의 상면에 대해서 논의하자. 공심렌즈의 

상면은 Fig. 1에서처럼 통상의 렌즈와 같은 평면상면이 아니

고 곡률반경(R)을 가지는 휘어진 상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심점(주요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인 공심렌즈의 

초점거리(fo')는 곡률반경과 일치하게 되어 상면만곡이 소거

되고 비점수차는 최소화되도록 된다. Figure 1을 보면 R상면

은 9등분되어 있고 R상면의 등분 수에 대응되는 분할 시야

각 ϕ는 FOV/9로 주어져 있다. 실제적인 등분의 수는 우리가 

몇 기가픽셀의 카메라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자세한 계산은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R상면에서 등분된 각

각의 분할상(η )은 복합렌즈계인 대안렌즈와 마이크로스코픽 

카메라렌즈 (이하, 마이크로카메라렌즈)에 의해서 CMOS 상

에 결상된다. 이렇게 분할 결상된 개별의 메카픽셀급 CMOS 

상들은 이미지 스티칭 기술에 의해 다시 하나로 합쳐져 기가

픽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와 같이 분할 결상에 

의해서 하나의 완성된 상을 만드는 광학방식을 멀티스케일

방식이라고 부른다.
[11]

Figure 2는 CMOS 센서의 도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CMOS 

센서는 픽셀이 존재하는 유효면과 전기배선과 관련된 데드

존으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 Figure 3을 보면 CMOS 

센서의 데드존에 의해서, 만약 CMOS 센서가 R상면 상에 있

다면, 분할상(η )의 일부는 소실되게 되고 합성된 기가픽셀이

미지에서는 데드존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R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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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ata of CMOS sensor and total field of view

CMOS

Direction H V

Length 6.4 mm 4.6 mm

Ratio 4 3

Total Field of View 120° 90°

FIG. 4. Schematic diagram for deriving the focal length of eyepiece 

lens by the ratio of overlapping region between adjacent sectored 

images. 

면에서 떨어진 R’면상에 CMOS 센서를 두어야 하지만 R’면

에서는 CMOS 센서가 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광학적인 결상

조건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R’면에 CMOS 대신에 렌즈를 

위치시키게 된다. R’면에 위치하는 렌즈는 대안렌즈(최대직

경; De)로써 R면상의 광선을 콜리메이팅시키고 이어서 위치

하는 마이크로카메라렌즈로 전달한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

로 기가픽셀이미지에서 데드존이 발생하여 이미지가 소실되

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18]

III. 멀티스케일방식의 기가픽셀카메라의 구조설계

멀티스케일방식의 기가픽셀카메라의 구조설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CMOS 센서가 주어졌을 때 R’면상

에서 가로(H), 세로(V)로 ①분할수를 몇 개로 할 것 인지와 

②분할 시야각(ϕ)을 몇 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다. 계

산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몇 기가픽셀인지

와 공심대물렌즈의 시야각(FOV)은 얼마인지는 주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①과 ②에 대한 답은 식 (1)에서 식 (8)로 계산

되어 진다. (참고로 필요한 CMOS 센서에 대한 스펙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11]

(1)

(2)

(3)

(4)

(5)

(6)

(7)

(8)

여기서, Nnc는 원하는 기가픽셀(G)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로 

필요로 하는 분할 수를 나타내고, NH와 NV는 Nnc를 달성하기 

위해 가로(H)와 세로(V)로 필요로 하는 최소 분할 수를 나타

낸다. 그리고 N'H과 N'V은 Nnc를 만족하면서 홀수 개와 자연

수로 된 최소 분할 수를 나타낸다. 또, Nnsc는 N'H과 N'V의 곱

으로 주어지는 홀수개의 총 분할 수를 나타낸다. p와 γ H, γ V,

는 각각 CMOS 센서의 픽셀크기와 가로세로 비율을 나타낸

다(Table 1 참조). 공심대물렌즈의 수평시야각은 FOVH이고 수

직시야각 FOVV 인데 이 둘의 관계는 FOVV = FOVH × (γ V/γ H)

로 주어진다. 한편 ROUND(), FLOOR(), CEIL(),의 의미는 

각각 반올림함수, 올림함수, 내림함수를 나타내고 MOD(),는 나

눗셈의 나머지를 구하는 모듈러스 함수를 나타낸다.

다음 Fig. 4를 보아라. Figure 4는 멀티스케일 방식의 기가

픽셀카메라에서 데드존을 없애기 위해 R' 면상에서 상분할을 

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R 면상의 경계점 I에서 각도 θ
로 결상되는 광선은 시야각 ϕ1과 ϕ2에 의해서 R' 면상에 만

들어지는 De영역에 중첩적으로 아래위로 둘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각도 θ는 공심대물렌즈 (F/#)o의 역수로 주어지는 값

이다. 그림에서 중첩각 γϕ에 대응되는 R' 면상에서의 영역은 

s로 주어지고 있음에 유의 바란다. Fig. 4를 참조하여 약간의 

대수적인 계산을 진행하면 접안렌즈의 초점거리 (fe') 와 최

대직경 (De)을 구할 수 있는데 다음 식 (9)에서 (15)를 참조

하기 바란다.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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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relationship of eyepiece 

lens and microcamera lens for deriving the algebraic equations of 

(16), (17), and (18). 

TABLE 2. The structural data of multiscale gigapixel camera lens system based on the input data of Table 1

G

(pixels)

fo'

(mm)
(F/#)o

η
(mm)

θ γ
fe'

(mm)
(F/#)e MT

fc'

(mm)

dex

(mm)

dec

(mm)

1 70 4.4 17.5 0.2 0.2 54.0 1.8 -0.37 19.8 5.0 37.3

2 70 4.4 12.3 0.2 0.2 31.0 1.8 -0.52 16.1 5.0 8.8

3 70 4.4 10.0 0.2 0.2 23.4 1.8 -0.64 14.9 5.0 1.6

4 70 4.4 8.7 0.2 0.2 19.4 1.8 -0.74 14.3 5.0 -1.8

5 70 4.4 7.8 0.2 0.2 16.9 1.8 -0.82 13.9 5.0 -3.8

6 70 4.4 7.1 0.2 0.2 15.1 1.8 -0.90 13.6 5.0 -5.2

7 70 4.4 6.6 0.2 0.2 13.7 1.8 -0.98 13.4 5.0 -6.1

8 70 4.4 6.1 0.2 0.2 12.7 1.8 -1.04 13.2 5.0 -6.8

9 70 4.4 5.8 0.2 0.2 11.8 1.8 -1.11 13.1 5.0 -7.4

10 70 4.4 5.5 0.2 0.2 11.1 1.8 -1.17 13.0 5.0 -7.9

FIG. 6. Schematic diagram for showing how to calculate the exit 

pupil position of whole gigapixel camera lens system.

(12)

(13)

(14)

(15)

여기서 DR과 DR'은 R과 R'면상에서의 상면의 직경을 나타내

고, De는 접안렌즈의 최대직경을 나타낸다. 그리고 γϕ 는 ϕ1

과 ϕ2의 분할시야각이 상호 공유하는 최대 중첩각을 나타내

는데, 이전 논문의 실험에 의하면 통상 15~20% 정도는 상호 

공유하는 것이 나중의 스티칭 과정에서 안정

적이라고 파악되었다.
[21]

다음으로 마이크로 카메라렌즈의 구조설계에 대해서 살펴

보자. Figure 5를 참조하기 바란다. Figure 5는 접안렌즈와 

마이크로 카메라렌즈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5

로부터 마이크로 카메라렌즈의 초점거리는 약간의 대수적인 

계산을 통해서 다음 식 (16)에서 (18)로 주어지게 된다.

(16)

(17)

(18)

마지막으로 접안렌즈와 마이크로 카메라렌즈간의 분리거

리인 dec에 대해서 살펴보자. Figure 6을 보아라. Figure 6과 

약간의 대수계산을 통해 다음 식 (19)를 얻을 수 있다. 식 

(19)는 전체 기가픽셀카메라 시스템의 출사동의 위치 dex가 

주어지면 구성렌즈들의 초점거리로부터 자동으로 dec가 산출

되게 되어 있다. 보통 CMOS 센서로부터 떨어진 출사동의 

위치인 dex는 IR필터와 CMOS의 구조를 고려할 때 3에서 5 

mm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 된다.

(19)

이상과 같이 식 (1)에서 식 (19)가 얻어 졌으므로 멀티스케

일방식의 기가픽셀카메라의 구조는 단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쉽게 얻어질 수 있다. 다음 Table 2에는 공심대물렌즈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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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diagram for deriving two equations of focal 

length and aperture diameter in monocetric objective lens by 

using two relationships such as between object and R plane and 

between R and CMOS plane. 

FIG. 8. Focal length(fo') and stop diameter(Do) according to the 

maximum number of allowable pixels for monocentric objective 

lens (λ = 0.587 µm, FOVH = 120°, ρ = 1.4 µm). 

점거리와 (F/#)o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계산들이 수행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CMOS 센서는 Table 1에서 제

시된 APTINA 사의 MT9F002를 사용하였다. 공심대물렌즈

의 초점거리와 (F/#)o는 다음 장에서 설계를 진행하기로 한다.
[16] 

IV. 공심대물렌즈의 구조설계

앞장의 Table 2에는 공심대물렌즈의 초점거리와 (F/#)o가 

주어졌을 때를 상정하여 전체 시스템의 구조인자 값들이 계

산되었다. 본 장에서는 공심대물렌즈의 초점거리와 (F/#)o에 

대한 구조설계를 진행한다.
[10]

 다음 Fig. 7을 참조하기 바란

다. Figure 7에서는 공심대물렌즈를 매개로 하는 물체와 R상

면과의 결상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의 예로써(다른 점들

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공심대물렌즈의 수차가 없다면 축상 

물체점의 점광원은 R상면의 중심에 직경 σ의 Airy Disk를 

형성한다. 이 Airy Disk는 복합렌즈계에 의해서 CMOS 상에 

결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Airy Disk의 최대크기를 상면에 위

치하는 CMOS 픽셀의 하나(ρ)에 내접하는 원으로 둔다(식 

(20) 참조). 그리고 직경 DR로 표현되는 R상면 상의 구면의 

면적 ΔA는 2FOVH(fo
;
)

2
로 주어지므로, 면적에서 최대 가질 

수 있는 기가픽셀의 수(G)는 Airy Disk의 면적으로 ΔA를 나

눈 값이 된다(식 (21) 참조).
[20]

 그러면 식 (20)과 식 (21)을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공심대물렌즈의 초점거리와 (F/#)o를 

얻을 수 있다. 식 (22), (23), (24)를 참조하기 바란다.
[16]

 

(20)

(21)

(22)

(23)

(24)

다음 Fig. 8에는 식 (22)와 (23)을 사용하여 공심대물렌즈

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기가픽셀의 수 (G)에 대한 구경조리

개의 직경과 초점거리가 예시로 나타나 있다(λ = 0.587 µm, 

FOVH = 120°, p = 1.4 µm). Figure 8에서 살펴보면 구경조리

개의 직경 Do와 초점거리 fo'은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지면서 

단조 증가하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 (24)

에 의해서 계산된 (F/#)o는 G의 전 구간에 대해서 동일한 값

인 0.98을 갖는다. 즉, 예를 들면, 14기가에서 초점거리는 

71.8mm이고 구경조리개의 직경은 73.4 mm로 주어져 (F/#)o

는 0.98이 된다. 한편, 초점거리가 71.8 mm로 고정되어 있을 

때 구경조리개의 직경이 73.4 mm의 1/4인 18.4 mm로 줄어

든다면, 식 (20)에 의해서 Airy Disk의 직경은 4배 커지므로 

허용될 수 있는 최대 기가픽셀의 수는 식 (21)에 의해 16배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초점거리가 71.8 mm이고 구경조리개

의 직경이 18.4 mm로 줄어들게 되면 허용될 수 있는 최대 

기가픽셀 수는 14기가의 1/16인 0.88기가픽셀로 줄어든다.

공심대물렌즈의 초점거리와 구경조리개의 직경이 구조설

계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심대물렌즈의 곡률반경 값을 계

산해 보자. Figure 9를 참조하기 바란다. Figure 9에서 근축 

주변 광선 u1을 추적하면 공심대물렌즈의 초점거리(fo')와 후

초점거리(fB')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다. 광선추적의 결과 식

은 식 (25)와 (26)에 주어진다. 그러면 앞의 Ⅱ장에서 언급한 

주요면의 위치는 fo'- fB' 으로 구해질 수 있는데 그림에 의하

면 이 값이 R1이 되어야 한다. 실제 식 (25)와 (26)을 가지고 

이를 계산해 보면 fo' - fB' = R1이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것은 식 (25)와 (26)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식이 

아니라 선형 종속관계에 있는 식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에, R1과 R2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 (25)와 (26) 외에 새로운 

방적식이 요구 된다. 식 (27)에 R2에 대한 새로운 조건식을 

제시한다. 식 (27)의 R2는 앞에서 구한 G값을 유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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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chematic diagram showing how to derive four curvatures 

of monocentric objective lens by paraxial ray tracing method.

FIG. 10. R1 and R2 according to the maximum number of 

allowable pixels for monocentric objective lens (λ = 0.587 µm, 

FOVH = 120°, ρ = 1.4 µm).

FIG. 11. Seidel 3rd order spherical aberration coefficient according 

to R1 and R2.

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곡률반경 값이다. 그러면 R2의 최

소값이 결정되면 식 (25)와 (27)을 연립하여 R1에 대한 표현

식이 도출된다(식 (28)). Figure 10을 보아라. Figure 10에는 

G값에 대응되는 R1과 R2의 값이 수치계산 되어져 있다(fo' = 

70 mm, n1 = 1.72, n2 = 1.46).

(25)

(26)

(27)

(28)

이제 식 (27)과 (28)로부터 R1과 R2 값이 구해지면 공심대

물렌즈의 Seidel 3차의 구면수차 값이 계산되어질 수 있다. 

Figure 11에 R1과 R2 값에 대한 구면수차 값이 3차원 그래프

로 나타나 있다. Figure 11에서 살펴보면 구면수차 값이 – 에

서 +로 전환되는 제로지점이 대략 R1 = 30 mm, R2 = 15 mm 

근방에 존재한다고 보여 진다. Seidel의 3차 수차 관점에서만 

본다면 최적의 곡률반경 값은 30 mm(R1)와 15mm(R2)라고 

말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R상면이 구면이고 조리개를 기준

으로 공심렌즈가 대칭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코마, 상면만

곡, 비점수차, 왜곡수차, 횡색수차가 최소가 되므로 구면수차 

값이 최소가 되는 조건이 최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멀티스케일방식의 기가픽셀카메라를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이를 구성하는 광학시스

템의 원리와 구조를 연구하였고, 구조를 순차적으로 계산하

고 파악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을 28개 독창적인 방식으로 유

도하여 보았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방정식들을 사용한다면 

멀티스케일방식의 기가픽셀카메라에 대해서 완전하고 신속

한 구조인자 값들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첨단의 CCTV나 스마트폰용 카메라, 360도 전방위카메라와 

같은 고해상도를 필요로 하는 어레이 광학시스템에 활용되

고 응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앞으로 후

속 연구를 통해서 본 논문의 방정식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

치계산과 최적설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또, 

듀크대와는 달리 경제적인 방식으로 멀티스케일방식의 기가

픽셀카메라시스템을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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