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일자 : 2014. 12. 03  심사완료일자 : 2015. 01. 02  게재확정일자 : 2012. 01. 16
* Corresponding Author  Myungjin Cho (E-mail:mjcho@hknu.ac.kr, Tel:+82-31-670-5298)
Department of Electrical, Electronic, and Control Engineering,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nseong-si 456-749, Korea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5.19.3.659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3 : 659~666 Mar. 2015

병렬렌즈배열 기반의 집적영상에서 공간필터링된 3차원 영상 복원

장재영1 · 조명진2*

Reconstruction Method of Spatially Filtered 3D images in Integral Imaging 
based on Parallel Lens Array

Jae-young Jang1 · Myungjin Cho2*

1Department of Optometry, Eulji University, Seongnam-si, 461-713, South Korea
2*Department of Electrical, Electronic, and Control Engineering,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nseong-si 
456-749, South Kore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병렬렌즈배열 기반의 집적영상에서 공간필터링된 3차원 영상 복원법을 제안한다. 병렬렌즈배열

은 두 매의 렌즈배열을 병렬로 배열하는 획득 시스템 이다. 종래의 집적영상에서 주기적인 함수들의 컨벌루션 특성

을 이용하는 공간필터링 방법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물체의 위치가 제한적이라는 단점과 이로 인해 획득 시

스템에서 깊이해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 물체가 위치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깊이인식방법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결과 깊이인식가능 영역과 요소영상에 획득된 3차원 물체의 깊이 정보는 획득시스템에 사용되는 요소렌즈

의 개수와 요소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깊이인식영역과 깊이해상력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획득 시스템에 두 매의 렌즈배열을 병렬로 배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분

석을 하였으며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reconstruction method of spatially filtered 3D images in integral imaging based on 
parallel lens array. The parallel lens array is composed of  two lens arrays, which are positioned side by side through 
longitudinal direction. Conventional spatial filtering method by using convolution property between periodic functions 
has drawback that is the limitation of the position of target object. this  caused the result that the target object should be 
located on the low depth resolution region. The available spatial filtering region of the spatial filtering method is 
depending on the focal length and the number of elemental lens in the integral imaging pickup system. In this regard, 
we propose the parallel lens array system to enhance the available spatial filtering region and depth resolution. The 
experiment result indicate that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s the conventional method.

키워드 : 3D 디스플레이, 집적영상, 요소영상, 공간필터링, 컨벌루션 

Key word : 3D imaging, convolution, spatial filtering, integral imaging, element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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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집적영상(Integral Imaging)은 3차원 영상구현에 있

어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며 다양한 장점으

로 인하여 3차원 영상 구현 분야 뿐만 아니라 집적영상

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체인식, 깊이추출, 물체추적 등

의 분야에도 응용되고 있다[1-17]. 예를 들면 집적영상

에서 얻어지는 요소영상은 3차원 물체의 다양한 시점영

상 배열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점영상간의 디스패리티

(disparity)를 이용하여 3차원 깊이 정보를 추출하는 연

구가 있었다[7-9]. 또한 다양한 시점 영상을 특정 면으

로 확대 축소를 수행함으로서 깊이에 따른 평면영상들

을 얻을 수 있어서 3차원 물체 인식을 수행하는 연구가 

있었다[10]. 
이처럼 집적영상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3차원 영상 

구현 이론들이 발표되어 왔지만 그 중 획득된 요소영상

배열을 복잡한 광학계를 통하여 재생하는 어려움을 해

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하광학의 원리를 이용한 컴퓨

터영상처리기술이 연구된 바 있으며[5], 이 알고리즘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7-13].
최근에 집적영상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깊이인식

이론이 발표되었다[18,19], 이 이론에 따르면 집적영상

의 획득 시스템을 통해 획득된 2차원 요소영상배열은 3
차원 물체의 공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저장된 공

간정보의 특성은 물체의 깊이에 따라 고유한 주기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3차원 공간의 깊이 정보

가 렌즈배열을 통해 2차원 공간주기 정보로 변환되는 

과정을 파동광학으로 해석하였으며, 획득된 요소영상

배열로부터 원하는 깊이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주

기함수들 사이의 컨벌루션 특성 (Convolution Property 
between Periodic Functions; CPPF)을 분석 하였다. 요
소영상배열은 깊이에 대응하는 주기함수들의 집합이므

로 이 집합에서 특정 주기함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단위 

세기응답(Intensity Impulse response)을 갖는 -함수배

열과 요소영상배열의 컨벌루션 (Convolution)을 통하여 

특정 깊이의 깊이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때-함수배

열의 주기는 추출하고자 하는 깊이에 대응하는 값을 갖

는다. 
그러나 집적영상 획득 시스템의 물리적인 한계로 인

하여 3차원 공간위에서 물체가 위치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으며, 이로 인해 깊이 해상도가 저하되는 단

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집적영상기반 CPPF가 갖는 

물리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매의 렌즈배

열을 병렬로 배열하는 획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요소영상배열은 종래의 CPPF
와 동일한 해상도를 갖으면서도 깊이 해상력이 증가 될 

수 있으며, 물체가 위치할 수 있는 범위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보이기 위하

여 종래의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비교실험을 수

행하였다. 

Ⅱ. 종래의 CPPF 획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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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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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렌즈 배열에서 점물체와 이미징점들과의 기하학적 관계

Fig. 1 Geometrical relation between a point object and 
imaging points in the lens arra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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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변수들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

그림 1과 식 (1)에서 좌표의 원점은 렌즈배열의 제일 

아래에 위치한 요소렌즈의 가장자리이다. 과 는 

각각 축과 축에 대응하는 물체의 좌표이며, 실물체

의 경우   을 만족한다. 는 이웃한 요소렌즈광

축 사이의 거리이고, 요소렌즈의 직경이기도 하다. 는 

요소렌즈의 초점거리이며, 은 번째 요소렌즈에 의

한 축 상의 결상 점을 나타낸다. 물체의 깊이 에 

대응하는 요소영상배열의 공간주기(spatial period)는 

  ,  ≤  ≤ 이

며 은 수직방향 요소렌즈의 총 개수 이다. 그러나 

CCD 등과 같이 요소영상면에 위치한 센서는 불연속

적인 픽셀(pixel)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간주기는 픽

셀단위로 단위의 변환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

 


        (2)

식 (2)에서 는 1차원 조건에서 측면방향의 해상도 

이다.
전통적인 2차원 결상에서 영상의 강도(image 

intensity)는  ∗ 로 표현되며, ∗

는 콘볼루션(Convolution) 연산을 의미한다. 는 요소

영상면위의 좌표를 의미하며, 는 물체의 강도

가 광학계에 의해 배율이 조정된 함수이고, 는 

임펄스 응답 (impulse response) 이다[10]. 그러나 3차원 

물체의 결상표현은 물체의 깊이정보 에 의존적이

므로   ∗  로 표현되

어야 하며 는 요소영상을 의미한다. 또한 다

수의 요소렌즈로 구성된 집적 영상 시스템에서 기하광

학적 조건(→)을 가정할 경우, 임펄스응답은 

  
  



  와 같이 -함수 배

열로 표현 할 수 있다. 임펄스응답은 물체의 깊이, 즉 물

체와 렌즈배열 사이의 거리에 따라 고유한 주기를 갖는 

-함수 배열로 표현되며 식 (2)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형

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

그러므로 집적 영상에서 렌즈배열에 의해 획득, 저장

된 요소영상배열에 대한 1차원 표현 은 다음과 같다. 

  

∗ 
 



   

    (4)

물체들이 축 방향으로 연속 또는 불연속적으로 놓

여 있을 경우 요소영상배열은 깊이에 대응하는 요소영

상배열들의 합으로 표현되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5)

요소영상배열 는 물체 또는 물체들의 공간정

보를 담고 있으며 요소영상배열 로부터 특정 깊

이면(depth plane)에 대응하는 영상정보추출은 요소영

상배열과 목표하는 깊이면에 대응하는 주기를 갖는 -
함수 배열사이의 콘볼루션 연산으로 가능하고 다음과 

같이 수식(6)으로 표현된다.

  ∗               (6)

수식 (6)에서 가 한 개의 얇은 평면 물체에 대

한 정보만 담고 있을 때, 은 깊이면의 위치에 

대응하는 -함수 배열 가 평면물체의 깊이에 

대응하는 공간주기와 같을 때에만 물체의 깊이 대한 영

상정보를 추출 한다. 또한 물체의 공간주기와 깊이면에 

대응하는 가 서로 다를 경우, 는 해

당 깊이면에 대응하는 물체의 디포커싱 영상정보를 추

출 하며, 이는 요소영상배열 에 물체의 형태정

보뿐 아니라 공간정보역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

나는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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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병렬렌즈배열을 이용한 CPPF 방법

그러나 종래의 집적영상 획득 시스템은 광학계 변수

들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인식하고자 하는 물체의 위

치를 제한하며 그림 2는 그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2. 집적영상 획득 시스템에서 3차원 물체정보가 획득 가

능한 영역

Fig. 2 Effective pickup zone in integral imaging system 
for capturing 3 dimensional information of object 
 

그림 1의 기하학적 관계로부터 집적영상 획득시스

템으로부터 3차원 물체 정보가 획득 가능한 영역 조건

을 유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수식 (7)로 표현 할 

수 있다.






 ≥ 


  max  

 
 ≤


  



  






           (7)

식 (7)로부터 확인 할 수 있듯이, 3차원 정보 획득 가

능영역은 렌즈배열을 구성하는 요소렌즈의 총 개수

(max ), 초점거리( ), 직경( ) 등의 변수와 관계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식(7)의 첫째 줄과 셋째 줄에 위치

한 부등식으로부터 최소 물체 위치min가 

 maxmax임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 병렬 렌즈배열 시스템에서 점물체와 이미징점들 사이

의 기하학적 관계

Fig. 3 Geometrical relation between a point object and 
imaging points in the parallel lens array system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렌즈배열 두 매가 병렬로 배열

된 형태의 집적영상 획득 시스템을 제안한다. 식 (7)을 

살펴보면 3차원 정보 획득 가능영역은 요소렌즈의 물리

적 특성 중 초점거리에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3차원 정보 획득 가능영역은 렌즈배열쪽으로 

증가되고 깊이 해상도가 더 높은 영역을 활용 할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병렬 렌즈배열 시스템은 3차
원 정보 획득 가능영역의 증가와 깊이 해상도를 증가시

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림 3은 병렬 렌즈배열 

시스템의 기하학적 구조를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식 

(8)로 표현할 수 있다.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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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에서 와   은 각각 전방(front)과 후방(rear)

에 놓인 렌즈배열을 구성하는 요소렌즈의 초점거리이

고, 다른 변수들을 그림 1과 수식 1의 변수들과 동일하

다. 여기서 물체의 깊이에 대응하는 요소영상배열 위 

3차원 정보의 공간주기(Spatial Period)는 수식 (9)와 

같다. 

         

  
.      (9)

 ≤  ≤ 이며 은 수직방향 요소렌즈의 총 개

수 이다. 픽셀화된 공간주기 (Pixelated spatial period)는 

식 (9)를 식 (2)에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종래의 시스템과 제안하는 병렬 렌즈배열 시스템

의 깊이 해상도는 두 경우 동일하게 식 (10)으로 주어

진다.

 ∆     


.      (10)

식 (10)에서 은 개별 요소렌즈에 대응하는 픽셀의 

개수를 의미하고 은 깊이 에 대응하는 공간주

기를 의미하며 공간주기의 범위는  ≤     

이다. 제안하는 병렬 렌즈배열 방식에서 초점거리는 합

성렌즈의 등가 초점거리,     ,를 사용

한다. 
식 (10)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집적영상 기반의 깊

이정보 추출법인 CPPF 방법의 깊이해상도는 획득 장

치의 해상도와 초점거리에 비례한다. 그림 4는 종래의 

획득 시스템과 제안하는 병렬 렌즈배열 시스템에 대

한 CPPF의 깊이 해상력을 계산한 그래프이다. 계산에

서 종래의 CPPF의 경우 요소렌즈의 초점거리는 

   , 직경     이고, 제안하는 병렬 

렌즈배열을 이용한 CPPF의 경우 요소렌즈의 초점거

리는       , 직경     

이다. 요소렌즈에 대응하는 영역의 해상도는 100x100 
pixel 이고 이는 두 경우 모두에서 동일한 조건을 주었

다. 그림 4의 그래프 (a)와 (c)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제

안하는 병렬 렌즈배열 시스템을 이용한 CPPF의 경우 

깊이 해상력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 깊이 해상력: (a) 제안하는 방법과 종래의 방법에 대한 

깊이 해상력, (b) 종래의 획득시스템에 대한 깊이 해상력, (c) 제
안하는 획득시스템에 대한 깊이 해상력

Fig. 4 Depth resolution in the method of CPPF: (a) overall 
depth resolution for the conventional and parallel lens 
array method, (b) scaled graph of (a) for the conventional 
integral imaging system, (c) scaled graph of (a) for the 
parallel lens array integral ima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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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및 결과
 

제안하는 병렬 렌즈배열 시스템을 이용한 CPPF 방
법의 검증 및 실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래의 시

스템을 이용한 CPPF 결과와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5. 실험에 사용된 3차원 물체 : (a) 정면에서 관찰한 영상, 
(b) 원근 시점 영상

Fig. 5 three dimensional object used in the experiments 
: (a) front view image, (b) perspective view image

그림 5는 실험에 사용된 3차원 물체로써 알파벳 ‘H’, 
‘N’, ‘U’가 사용되었으며, 그림 5(a)에서 확인 할 수 있

듯이 물체를 정면에서 관찰 했을때 물체들이 서로 약간 

겹쳐지도록 배열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과 종래의 

방법에 사용된 획득 시스템으로 부터 물체의 위치는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동일하게 위치 시켰으며, ‘H'’ ‘N’, 
‘U’는 각각 획득 시스템으로부터 100 mm, 150 mm, 
200mm 떨어진 곳에 놓여있다. 종래의 방법에서 요소영

상 획득에 사용된 렌즈배열로 9x9 요소렌즈가 사용되

었으며 각 요소렌즈의 초점거리는 30 mm, 직경은 10 
mm 이다. 제안하는 병렬 렌즈배열 방법에 사용된 렌즈

배열은 실험의 편의성을 위하여 종래의 방법에 사용된 

렌즈배열 두 매를 병렬로 배열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6은 종래의 획득 시스템과 제안하는 병렬 렌즈

배열 시스템을 통해 획득된 요소영상 배열을 보여준다. 
그림 6의 요소영상 배열들을 이용하여 종래의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CPPF를 

통한 깊이 대응 영상을 추출 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

는 그림 7과 8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종래의 방법을 통해 추출된 영상을 살펴보면, 

그림 5에 표시된 물체 ‘H’로부터 예상가능 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그림 6 (a)를 공간 필터링한 결과 영상 그

림 7은 많은 노이즈로 인하여 인식하기 어려운 결과물

이 추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 획득된 요소영상 : (a) 종래의 획득 시스템을 통해 획

득된 요소영상, (b) 제안하는 병렬 렌즈배열을 통해 획득된 요

소영상

Fig. 6 elemental image arrays : (a) elemental image array 
by using conventional pickup system, (b) elemental image 
array by using proposed pickup system
  

그림 7. 종래의 획득시스템에서 CPPF를 이용한 공간필터링 결

과 : (a) 공간필터링된 요소영상, (b) 그림 (a)의 일부분을 확대

한 영상

Fig. 7 Spatial filtering result by using CPPF in conventional 
method : (a) spatially filtered elemental image array, (b) 
enlarged image of the area surrounded by a solid line in 
(a)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식 (7)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종래의 획득시스템에 대한 최소물체 위치는 렌즈배열

로부터 240 mm 이지만 물체 ‘H’는 높은 깊이 해상력 영

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100 mm에서 획득되었기 때문이

다. 물체의 위치는 높은 해상력 영역에 놓여있으나 그

림 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스템의 물리적 한계로 인

하여 인식하고자하는 물체에 대한 3차원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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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안하는 병렬 렌즈배열 획득시스템에서 CPPF를 이

용한 공간필터링 결과 : (a) 공간필터링된 요소영상, (b) 그림 

(a)의 일부분을 확대한 영상

Fig. 8 Spatial filtering result by using CPPF in proposed 
parallel lens array method : (a) spatially filtered elemental 
image array, (b) enlarged image of the area surrounded 
by a solid line in (a)

제안하는 병렬 렌즈배열 시스템으로 획득된 요소영

상 그림 6(b)를 이용해 공간필터링 된 결과영상을 살펴

보면,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체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 깊이의 영상정보 획득이 가능함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9. 종래의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 각각을 이용해 거리에 따라 

공간 필터링한 영상 비교 : (a) 종래의 방법을 이용한 공간필터링 

결과영상 (b)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해 공간 필터링한 결과영상

Fig. 9 Comparison of spatial filtering results : (a) conven- 
tional spatial filtering result, (b) proposed spatial filtering 
result

그림 9는 종래의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 각각에 대한 

거리에 따른 공간 필터링 결과영상을 보여준다. 공간 

필터링 범위는 렌즈 배열로부터 100 mm에서 200 mm 
이며, 거리에 따라 연속적으로 추출되는 깊이 대응 영

상 중 물체의 위치에 대응하는 깊이에 대응하는 영상만 

모아놓은 것이다. 

Ⅴ. 결  론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집적 영상 기술을 이용한 

공간 필터링 방법인 CPPF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획득시스템인 병렬 렌즈배열 획득 시스

템을 제안하였으며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

법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래의 방법과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고 실험결과 종래의 방법에서 인식하고자 하

는 물체의 위치에 제한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안

하는 방법을 통해 물체의 위치 범위를 향상시킬 수 있

었으며 결과적으로 깊이 해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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