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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 영상에서 빠르고 정확한 렌즈 배열 격자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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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적절한 패턴의 입력 영상과 고속 중간 값 필터를 이용하여 집적 영상에서 빠르고 정확한 렌즈 배열

의 격자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렌즈 배열의 격자를 검출하기 위해서 수직, 수평 방향의 에지 영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전의 잘 알려진 격자 검출 방법은 1차원 중간 값 필터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속도가 느리고 중간 값 

필터 크기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binary counting방법으로  중간 값

을 구함으로써 속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 에지를 잘 검출 할 수 있는 캘리브레이션 패턴 영상을 제안하여 정확도를 

향상 시킨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집적 영상에서 렌즈 배열의 격자를 검출할 때 우수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fast and accurate method of extracting lens array lattice in integral imaging by using an 
appropriate calibration pattern image and fast median filtering. In order to extract the lattice of a lens array, vertical and 
horizontal edge images are required. To extract edge images, the well-known previous method used separable median 
filters. However, this method is slow and difficult to determine the median filter size.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try to improve speed by calculating median value through binary counting method. In addition, we 
propose a calibration pattern image that detects edges well and improves the accuracy.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osed method is superior to the existing method in extracting the lattice of a lens array in integral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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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집적 영상(Integral Imaging)기술은 3D 영상을 픽업

하고 디스플레이하는 기술 중의 하나로, G. Lippmann

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1]. 두 눈의 시차를 활용한 스

테레오스코피(Stereoscopy)는 구조가 간단하지만 시각

적인 피로감이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또, 궁극적인 방

식으로 알려진 홀로그래피(Holography) 방식은 광원의 

간섭을 이용하여 복잡하고 컬러 구현이 어렵다는 제약

이 있다[2]. 하지만, 집적 영상 방식은 컬러 구현이 가능

하고 3D 영상을 다양한 시점으로 정교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3]. 집적 

영상의 픽업 기술에는 렌즈 배열, 카메라 배열, 카메라 

무빙을 이용한 방식이 있다. 카메라 배열에 의한 방식

은 비용이 많이 요구되고, 카메라 무빙에 의한 방식은 

움직이는 물체를 찍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집적 영상의 픽업 기술로 렌즈 배열에 의한 방

식이 많이 사용된다[4-7]. 

렌즈 배열을 통해 얻은 영상은 여러 개의 요소 영상

들로 구성되고 요소 영상들의 경계선은 2D 격자 구조

를 형성한다. 렌즈 배열의 피치와 CCD 피치 사이의 비

가 정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집적 영상 압축 시 뿐만 아

니라 각 요소 영상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때 요소 영상 

크기의 변형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격자를 벗어난 선을 찾기 위해 정확한 격자 

선 구조 검출 방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여러 방법이 

논의 되고 있다[8-10]. 

기존에 제안된 방법에 따르면, 기울기가 보정된 이진 

집적 영상에 1차원 중간 값 필터를 적용하여 각각 수직, 

수평 방향의 두 개의 에지 영상을 얻고, 이 영상의 투영 

프로파일을 통해 격자선의 위치와 요소 영상의 크기를 

검출한다[8]. 이 방법은 잡음, 렌즈 배열의 결함 등 물리

적인 문재가 존재하여도 효과적으로 격자를 검출하지

만, 1차원 중간 값 필터링이 전체 소요 시간에 약 50% 

정도를 차지하며, 적절한 마스크 크기를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렌즈 배열의 격자 선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한 적절한 패턴의 입력 영상을 제안하고, 또 수

직, 수평 방향 각각의 에지를 빠르게 얻기 위해 입력 영

상이 이진 에지 영상이라는 특징을 활용한 binary 

counting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정확하게 격자 선

의 위치를 찾고 마스크 크기에 관계없이 빠르게 격자 

구조를 검출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입력 영상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고, 제안된 방법이 마스크 크기에 

따라 정확도와 속도가 향상 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

험을 수행하고 결과 영상을 제공한다.

Ⅱ. 기존 방법

전체 격자 검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격자 선의 위

치를 찾기 위해, 기울기가 보정된 집적 영상에 캐니 에

지 검출[11]과 1차원 중간 값 필터를 적용하여 수직, 수

평 방향의  이진 에지 영상을 얻고, 이에 대한 결과는 그

림 3이다. 생성된 에지 영상으로 각각 방향의 투영 프로

파일을 구한다[12]. 투영 프로파일 최댓값의 20%를 임

계값으로 사용하여 각 방향의 후보 격자 선 위치 집합

인 {lv}=< lv1, lv2, … , lvN > 와 {lh}=< lh1, lh2, … , lhN > 

을 구한다. 임계값에 따른 수직 방향 투영 프로파일은 

그림 2에 보이는 것과 같다.

Fig. 1 Existing lattice detection

Fig. 2 Vertical projection profile in exi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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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a) Input image (b) edge image (c) after horizontal 
median filtering (d) after vertical median filtering

앞의 과정을 통해 구한 후보 격자 선 위치 집합인 

{lv}와 {lh}을 이용하여 예상되는 격자 선 사이의 거리

를 구할 수 있고, 이는 곧 요소영상의 예상 크기이다. 격

자 선 사이의 거리 집합 {d j}는 식(1)과 같이 계산된다. 

                                 (1)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각각 수직, 수평 방향의 {d j}로 

하나의 조인트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이는 하나 또는 

두 개의 피크를 가진다. 피크가 하나일 경우, 격자 선 사

이의 거리인 dj의 신뢰구간은 [dj-0.5 , dj+0.5]로 나타내

고, 피크가 dj와 dj+1 두 개일 경우,  [dj , dj+1]로 나타낸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어진 조인트 히스토그램

은 그림 4와 같고, 피크가 여러 개를 가지는 오류가 발

생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요소 영상의 크기를 

구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결과 영상인 그림 5를 보면 

격자 선을 잘 검출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Joint histogram of interline distances in existing 
method

(a)

(b)

Fig. 5 (a) Resulting image in existing method (b) zoomed 
resulting image

기존에 제안된 격자 검출 방법 시 사용되는 1차원 중

간 값 필터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입력 에지 영상에서 

픽셀을 이동하면서 설정한 크기의 마스크 영역의 값을 

받아온다. 마스크 영역의 값을 정렬하여 중간 값을 구

하고, 영역 중간 위치의 값을 구한 중간 값으로 대체한

다. 이와 같은 과정을 수직, 수평 방향으로 각각 적용하

여 각 방향의 에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 

영상은 그림 3(c)와 그림 3(d)에 보이는 것과 같다.

Ⅲ.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격자 검출 방법의 전반적인 과정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다. 먼저 집적 영상에 캐니 에지 검출과 1

차원 중간 값 필터를 적용한다. 격자 선의 정확한 위치

를 찾기 위해 영상의 에지를 잘 검출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수직, 수평 각 방향의 에지를 잘 찾을 수 있는 패턴

의 캘리브레이션 영상이 필요하고, 이는 그림 6과 같은 

대각선 패턴이 적절하다. 그림 2와 같이 일반적인 영상

을 사용했을 때 에지를 잘 찾지 못하였고, 이는 그림 3

의 투영 프로파일을 통해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정확한 격자 선의 위치와 요소 영상의 크기를 

구할 수 없어 그림 5와 같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

에 반해 제안하는 입력 영상은 수직, 수평 각 방향의 에

지를 잘 찾았고, 이는 그림 7의 투영 프로파일과 그림 8

의 에지 영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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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posed calibration pattern image

Fig. 7 Vertical projection profile in proposed method

(a)             (b)

(c)             (d)

Fig. 8 (a) Input image (b) edge image (c) after horizontal 
median filtering (d) after vertical median filtering

수직, 수평 방향의 에지 영상을 얻기 위해서 1차원 중

간 값 필터링 과정을 수행한다. 기존 1차원 중간 값 필

터링 방법은 영상 크기에 따라 마스크 영역 값을 받아

와 정렬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마스크 크

기를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1차원 중간 

값 필터의 입력 영상은 이진 에지 영상이고 중간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0 또는 1 이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

여,  본 논문에서는 정렬을 하지 않고 빠르게 중간 값을 

구하는  binary counting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정

한 1차원 마스크 크기만큼의 값을 받아온 후, 1의 개수

를 카운트한다. 중간 값 Mn 의 값은 0 또는 1이기 때문

에, 식 (2)에 따라 1의 개수가 마스크 크기인 size의 절반

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중간 값이 결정된다. 

식 (2)에서 n은 마스크 영역의 첫 번째 픽셀의  index이

고,  mid는 mid = size x 0.5 로 정의된다. 

   i f   
 

               (2)

기존 방법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스크를 이동할 

때마다 마스크 영역에 해당하는 값을 받아오지 않고 계

산한다.

                  (3)

식(3)에서 Count는 마스크 영역 내에서 값이 1인 픽

셀의 개수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Count에 영역으로 들

어오는 픽셀의 값인 in n을 더하고, 빠져나가는 픽셀의 

값인 out n+size-1을 빼는 방식을 사용한다. 마스크가 이

동할 때 들어오고 나가는 픽셀의 값만 계산하기 때문에, 

영상의 크기만큼 이동하며 마스크 영역의 값을 읽어오

는 과정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마스크 크기의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에지 영상은 그림 8(c), 그림 

8(d) 와 같다.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중간 값 필터로 얻은 에지 

영상의 투영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이를 통하여, 후보 

격자선의 위치 {lv}와 {lh}를 찾고, 식 (1)을 통해 구한 

{d}로 그림 9와 같이 조인트 히스토그램을 생성한다. 

히스토그램은 하나 또는 두 개의 피크가 발생하고, 이 

값이 요소 영상의 크기이다. 제안하는 격자 검출 방법

을 통한 결과 영상은 그림 10과 같고 격자 구조를 잘 검

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Joint histogram of interline distances in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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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a) Resulting image in proposed method (b) 
zoomed resulting image

Ⅳ. 실험 결과

기존 1차원 중간 값 필터를 사용한 격자 검출과 제안

하는 binary counting방법을 사용한 격자 검출을 비교하

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각 과정마다 걸린 시

간을 측정하여 전체 시간에 따른 비율을 비교해 보았다.

Table. 1 Results in terms of median filtering speed

Time(ms) Percentage(%)
Existing 
method

Proposed 
method

Existing 
method

Proposed 
method

3 614.6 422.8 38.6618 30.9584
5 710.4 426.3 43.0284 30.9676
7 833.4 420.9 46.3308 31.0787
9 1066.7 426.3 52.8881 31.1736
11 1351.2 425.3 59.0353 31.1461

Fig. 11 Graph in terms of median filtering speed

(a)             (b)

(c)             (d)

Fig. 12 Edge images after vertical binary counting of 
window size (a) 3 (b) 5 (c) 7 (d) 11

각각의 방법을 10번 실험하여 걸린 시간의 평균값

을 구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보이는 것과 같다. 표 1

을 보면 마스크 크기에 따른 걸린 시간과 전체 걸린 시

간에서 1차원 중간 값 필터링 시 걸리는 시간의 비율을 

알 수 있다. 정렬에 의한 기존 방법은 전체 격자 검출 

소요 시간에 약 40~60% 소요된다. 또 마스크 크기가 

커질수록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결과를 얻기 위해  적당한 마스크 크기를 설정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제안하는 방

법인 binary counting은 전체 시간에 약 30% 소요되므

로 속도가 더 빠르고 기존 방법과 달리 마스크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림 11은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을 비교하는 그래

프이다.

그림 12 과 같이, 마스크 크기가 작으면 원하는 수직 

또는 수평 방향의 에지 영상을 얻을 수 없다. 그림 12 (a)

에서 그림 12(d)로 갈수록 즉, 마스크 크기를 크게 설정

할수록 더 정확한 결과의 에지 영상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면 마스크 크기

가 커질수록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

한 격자 검출을 위해 적당한 마스크 크기를 설정해야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

면 마스크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

에, 그림 12(d) 와 같은 정확한 결과 영상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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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집적 영상의 구조를 정확하게 검출하

기 위해 수직, 수평 방향의 에지를 잘 검출할 수 있는 대

각선 패턴의 입력 영상을 제안한다. 또한 1차원 중간 값 

필터링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입력 영상이 이진 영상

이라는 특징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영상의 

마스크 영역의 값 중 0 또는 1의 값을 카운트하여 중간 

값을 찾고, 마스크를 이동하면서 영역에서 들어오거나, 

벗어나는 픽셀의 값만 확인하는 binary counting 방법을 

적용하여 속도를 향상시킨다. 제안하는 방법이 정확도

가 높고, 마스크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속도가 빠르

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제안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약 15%의 시간을 단축시켰다

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식을 집적 영상에

서 렌즈 배열의 격자 검출에 적용할 경우 기존의 방법보

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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