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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tric 집적영상에서 분산 추정을 이용한 심하게 은폐된 물체의 향상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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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집적영상(integral imaging(II))에서 분산 추정을 이용하여 심하게 은폐된 물체의 복원 시 은폐물(occluding 
object)의 블러링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나의 요소영상(elemental image) 군으로부터 은폐 효과를 제거하여 복원된 

영상의 선명도를 향상시키는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분석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픽업되는 요소영상들이 높은 해상도, 낮은 초

점오차(focus error), 큰 깊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소 영상을 픽업할 때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한 synthetic aperture integral 
imaging(SAII)이 채택되었다. 컴퓨터(Computational) II에서는 복원 면의 위치에 따라 복원되는 영상의 촛첨이 맺히는 영역이 달라진

다. 심하게 은폐된 물체 영상의 복원은 은폐 물체의 블러링(bluring) 효과가 복원 면에 전체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명한 복원

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은폐물의 블러링 효과가 제거된 복원 영상을 얻기 위해 분산 추정이라는 통계적인 방법이 채택되었다.
주제어: Three-dimensional image processing, Three-dimensional image acquisition, Geometrical optics, Pattern recognition and 

feature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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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집적영상(Integral imaging(II))은 오토스테레오스코픽(auto-
stereoscopic) 3-D 이미징 기술이다. 이것은 Lippmann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II는 특수한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입체 

영상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II의 

원리는 렌즈 어레이를 통해 물체의 요소영상들이 그 뒤에 영

상면에 기록된다. 이때 각각의 기초 영상들은 렌즈 어레이의 

각각 단위 렌즈들에 의해 얻어진다. 영상면의 기초 영상들은 

다시 동일한 렌즈 어레이를 통해 렌즈 어레이 앞 또는 뒤쪽

에 집적된 물체의 영상이 재현된다. 최근 요소영상의 영상면 

기록은 고해상도를 가진 CCD(charge-coupled device)같은 수

광 소자를 사용하며, 3-D 물체들의 복원 할 때 요소영상들은 

백 라이트 조명을 통해 비춰지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기록된

다. 그리고 고해상도 CCD 센서에 기록된 요소영상들은 광학

적 복원을 통한 3-D TV에 응용될 수 있고, 디지털 3-D 이미

지 프로세싱 기술을 통해 컴퓨터 3-D 복원 및 3-D 물체 인

식에 응용될 수 있다.[1-16] 이들 II 응용 중에 컴퓨터 복원은 

volumetric II 복원, perspective 이미지 재생, 은폐된 물체 복

원 그리고 컴퓨터 복원 이미지들을 이용한 3-D correlation 같
은 3-D 물체의 재생과 3-D 인식에 집중 연구되어 왔다.[6,8,15] 
그러나 3-D 물체의 복원과 인식은 여전히 주목할 만한 연구 

과제이다. 그 이유는 완벽한 3-D입체 정보의 복원과 많은 장

애가 있는 가운데 실제 상황에서 인식 기술은 아직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다양하게 한계점을 해결하는 기술들

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컴퓨터 3-D복원은 광학

적인 3-D 물체 복원에 비해 복원 거리에 따라 해상도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3,16] 그러나 마이크로 렌즈 어레

이를 통해 한 CCD 센서 면에 많은 요소영상들이 기록될 경

우 고해상도를 가진 CCD 센서이라도 각 요소영상의 해상도

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고해상도의 컴퓨터 복원을 실

현하기 힘들어 진다.[5,13-14] 이러한 요소영상들은 이웃하는 요

소영상들 사이의 간섭, 초점오차(focus error), 비네팅(vignette), 
그리고 작은 깊이감 같은 추가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 non-stationary micro-optics, time 
multiplexing 그리고 spatial ray sampling 같은 다양한 방법들

이 제안되었다.[9-12] Volumetric II 복원은 컴퓨터 이미지 프로

세싱을 통해 3-D 물체들을 재생하는 기술이다. 이 것은 복원 

물체의 초점이 맺혀지는 영역들이 복원 면의 거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카메라 렌즈의 깊이감이 

작은 경우 초점 면으로부터 먼 영역일 수록 크게 흐려지므로 

부분적으로 은폐된 물체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은폐물을 블러하

게 만들어 은폐되지 않은 물체처럼 보일 수 있다. volumetric 
II에서 다른 perspective를 가진 다수의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정해진 공식을 따라 중첩을 시키면 이러한 복원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폐된 물체가 심하게 가리워져 있으면 은

폐물의 블러링 현상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물체

의 선명한 복원과 복원된 물체의 인식에 상당한 어려움을 불

러 일으킨다. 본 논문에서는 심하게 은폐된 물체의 은폐물의 

블러링 효과를 제거하여 선명한 복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다수 이미지들의 공식에 따른 중첩에서 각 픽셀 별 중첩을 

분산 추정하여 선명한 복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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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상 핀홀 어레이를 가진 컴퓨터 II의 형태.

II. 컴퓨터 volumetric II 복원의 원리

그림 1은 i번째 요소영상들에 따른 측면에서 본 복원 면의 

(x, z) 좌표계를 설명하고 있다. 1번째 요소영상은 맨 아래쪽 

요소영상으로 결정되었다. 컴퓨터 복원에서는 렌즈 어레이 

대신에 가상 핀홀 어레이(array)가 사용되었고, g는 요소영상

과 가상 핀홀 사이의 간격이다. z는 가상 핀홀 어레이로부터 

복원 이미지면까지 거리이다. 가상 핀홀 어레이는 z = 0에 위

치로 정했다. wx, wy들은 각각 x, y방향으로의 요소영상 Iij의 

크기이다. 복원 과정에서 요소영상들은 배율 인자 M에 따라 

확대되어 중첩된다. 복원 이미지 면에서 각각 역으로 전파된 

요소영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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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ij는 i번째 가로(row)와 j번째 세로(column)요소영

상이다. Eij(x, y, z)는 좌표(x, y, z)에 Iij의 사상된 이미지다. 
사상된 이미지의 세기(intensity)는 z = g에서 세기를 1로 기

준으로 두고 거리에 따른 비율로 나타내었다.[20] z = g에서 요

소영상 Iij 중심의 세기는 좌표(x, y, z)에서 Eij(x, y, z)의 것과 

같다고 가정한다. 방정식 (1)의 분모는 요소영상 Iij의 각 픽

셀로부터 복원 면 z에 대응점까지 거리의 제곱을 g2
으로 나

눈 값이다. (x, y, z)에서 복원된 3-D 이미지는 사상된 모든 

요소영상들의 선형 중첩으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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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과 n은 각각 x와 y방향으로 요소영상의 개수이다. 

III. 은폐된 물체의 향상된 복원의 원리

초점 면으로부터 먼 영역일수록 크게 흐려지므로 부분적으

로 은폐된 물체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은폐물을 블러하게 만들

어 은폐되지 않은 물체처럼 보일 수 있다. volumetric II에서 

다른 perspective를 가진 다수의 이미지 들을 이용하여 정해

진 공식을 따라 중첩을 시키면 이러한 복원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폐된 물체가 심하게 가리워져 있으면 은폐물

의 블러링 현상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심하게 은폐

된 물체의 은폐물의 블러링 효과가 나타날 때 다수 이미지들

의 위의 복원 공식에 따라 은폐된 물체가 복원되는 거리 z에
서 복원한 이미지의 각 픽셀에서 중첩되는 특성을 분석해보

았다. 그림 2는 은폐된 물체가 복원되는 거리 z에서 복원하

는 이미지의 중첩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m, n은 각각 x방향으로 요소영상의 개수, y방향으로 요소

영상의 개수이다. p, q는 각각 x방향으로 요소영상의 픽셀을 

나타내는 변수, y방향으로 요소영상의 픽셀을 나타내는 변수

이다. p, q의 최대크기는 각각 wx, wy이다. 복원 과정에서 거

리 z에서 복원 면의 한 픽셀에 대해 각 요소영상의 픽셀의 

중첩을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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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거리 z에서 복원하는 이미지의 중첩되는 상황.

여기서 u, v는 각각 x와 y방향으로 중첩되는 요소영상의 

개수이다. p = x / M, q = y / M이다. 복원되는 이미지의 가장

자리로 갈 수록 요소영상의 중첩되는 개수는 위의 공식에 따

라 작아지게 된다. 심하게 은폐된 물체가 복원되는 특정한 

거리 z에서 R의 중첩되는 픽셀들 값의 분포를 살펴보면 은

폐된 물체의 픽셀들은 거의 같은 값을 가지고 나머지 픽셀 

값들은 블러링을 일으키는 주된 요소로서 은폐물의 서로 다

른 픽셀 값들의 조합이다. 전체 픽셀들을 집합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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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v는 Iij로 부터 위의 공식대로 위치한 픽셀들을 추출한 개

수가 u×v개로 구성된 집합이다. R의 요소인 Iij들의 전체 분

산 추정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Vu×v = Var(Uu×v) (5)

u×v가 클수록 분산 추정이 더욱 용이하게 된다. 은폐된 물체

가 복원되는 거리 z에서 은폐물과 은폐된 물체의 색 정보가 

같다고 가정하면 어떤 계산 형태로든지 구분할 수 없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은폐물과 은폐된 물체의 

색정보가 다르고 은폐물의 분산 범위에서 은폐된 물체의 평

균값이 상당히 벗어나 있다고 가정한다. 둘째 은폐된 물체가 

심하게 은폐되어 그 정보가 은폐물의 정보의 량과 비교해 아

주 적다고 가정한다. 중첩된 픽셀들의 전체 평균은 은폐물의 

평균과 비슷하게 된다. 그러나 은폐된 물체의 정보는 은폐물

의 평균 색 정보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분산 값은 전체

평균 값에서 각 픽셀 값들의 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때 은

폐물들의 각 픽셀 값과 전체 평균 값의 차는 은폐된 물체의 

각 픽셀 값과 전체 평균 값의 차에 비해 적다. 그래서 제안

된 방법으로 픽셀 중첩들의 분산을 취하면 전체평균 값과 은

폐된 물체의 값들의 차가 크게 나타남으로 은폐물들의 블러

한 값들은 거의 소거되고 은폐된 물체의 정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은폐된 물체의 향상된 복원은 픽셀 중첩에 대한 

분산 값들을 취하면서 volumetric 복원을 실시한 결과이다. 

IV. 실험과 결과 

실험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CCD 카메라를 x-y 이동 스테

이지(translation stage)에 고정시키고, 은폐물과 은폐된 물체

를 앞에 두고 가로와 세로로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면서 요

소영상을 촬영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CCD 카메라 종류는 

sigma SD9 Nikon이며, 각 요소영상의 해상도는 2268×1512 
픽셀이다. CCD의 크기는 약 13.8×20.7 mm이며 은폐물 중심

과 카메라 렌즈 중심 사이의 거리는 약 190 mm이다. 은폐물

중심과 은폐된 물체 사이의 거리는 약 100 mm 이다. 카메라

의 유효초점거리는 약 20 mm. 요소영상의 개수는 19 Row × 
24 Column이다. 은폐된 물체의 높이와 길이는 각각 약 50 
mm와 80 mm이다. CCD 중심간의 이동 거리는 2 mm이다. 
최대한 점 광원들(point sources)과 픽셀들의 일대일 대응을 

맞추기 위해 카메라의 깊이감은 가장 크게 조정되었다.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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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AII 시스템의 pick up 실험구조.

(a) (b)

그림 4. (a) 은폐되지 않은 하나의 요소영상 (b) 은폐되지 않은 요

소영상 어레이.

(a) (b)

그림 5. (a) 심하게 은폐된 하나의 요소영상 (b) 심하게 은폐된 요

소영상 어레이.

(a) (b)

그림 6. (a) 분산 추정 없이 심하게 은폐된 물체의 복원 (b) 분산 

추정된 심하게 은폐된 물체의 복원.

한 밝기와 물체의 세기 분포가 유니폼(uniform)하게 하기 위

해 물체의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서 백색광이 설치되어 사용

되었다. 그림 4는 은폐되지 않은 물체의 요소영상 어레이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는 은폐된 요소영상 어레이

와 그 중 한 개의 요소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와 비교

하여 볼 때 그림 5는 심하게 은폐되어 어떤 물체인지 인식하

기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분산 추정을 하지 않

은 심하게 은폐된 물체의 복원과 분산 추정을 한 은폐된 물

체의 복원을 보여주고 있다. 초록색 자동차 뒤에 블러링된 

붉은색 물체는 뒤에 있는 헬리곱터이다. 분산 추정을 한 복

원의 결과를 볼 때 은폐물의 블러링 효과가 거의 사라진 것

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초록색 자동차의 복원 면에서 은폐물

의 픽셀들의 평균값과 자동차의 픽셀들의 평균 값이 차이가

나 전체 픽셀들의 분산 추정 값이 커지고 은폐물의 픽셀 평

균 값이 전체 픽셀 평균값과 비슷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초록

색 자동차의 정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은폐물은 제거되

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은폐된 물체가 복원되는 거리 z에서 심하게 은

폐된 물체의 복원된 한 픽셀 값을 분석해 보면 평균 값은 1
로 기준으로 했을 때 0.3이고, 은폐물의 각 픽셀 값과의 차이

는 0.1이하이나 은폐된 물체와의 각 픽셀 값과의 차이는 0.4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은폐된 물체의 정보가 있는 거의 모든 

픽셀에서 그 분산 값은 은폐물을 제거하고 은폐된 물체의 정

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일정하게 은폐물로부터 향상된 은폐된 물체의 복원 결과를 

얻기 위한 실험 조건을 고찰 해보면 물체의 크기는 요소영상 

안에 그 정보가 다 포함되어야 하고, 은폐물과 은폐되는 물

체의 사이 거리는 Z 방향으로 복원할 때 해상도 차이가 명확

히 나야 한다. 카메라와 물체와의 거리는 카메라 렌즈가 은

폐물과 은폐된 물체를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단, 은폐물과 은폐된 물체의 색 정보가 같고 평

균치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물체를 구별할 수가 

없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심하게 은폐된 물체의 은폐물의 블러링 효

과를 제거하여 선명한 복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복원 면에

서 중첩되는 픽셀들의 특성을 살펴보았고 다수 이미지들의 

공식에 따른 중첩에서 각 픽셀 별 중첩을 분산 추정하여 선

명한 복원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심하게 은폐된 물체의 인식

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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