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최근 가상현실 장비의 대중화에 따라 3D 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3D 영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를 사

용해야 한다. 하지만 별도의 장비를 끼지 않아도 3D 영상을 볼 

수 있는 무안경식 3D 가시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본고에서

는 현실세계 정보에 대해 무안경식 3D 가시화를 위해 요구되는 

요소영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소

개하고 향후 연구되어야 할 주제를 소개한다.

I. 서 론

최근 들어 VR(virtual reality) 기술의 대중화로 3D 영상의 가

시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3D 가시화 기

술로는 <그림 1>과 같이 크게 안경을 끼고 영상을 보는 양안식 

방식(stereoscopic display)과 안경을 끼지 않는 무안경식 방식

(auto stereoscopic display)이 있다. 또한 집적영상 (integral 

imaging) 시스템은 무안경식 3D 가시화 기법 중의 하나이며, 

1908년 Lippmann [2]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Lippmann이 제안한 집적영상 기술은 <그림 2>와 같이 여

러 렌즈가 배열형태로 구성된 렌즈어레이(lens array)를 통해 

보여지는 객체에 대한 영상, 즉 요소영상(elemental images)

을 만들고, 만들어진 요소 영상이 렌즈어레이를 통하면 안경

을 쓰지 않고도 영상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집

적영상 시스템에서 요소영상을 생성하는 부분을 Pickup 단계

라 하고, 요소영상을 3차원으로 가시화하는 부분을 display 

단계라 한다.

Pick up과 Display 과정에 대한 연구는 <그림 3>과 같이 크

게 세 가지 영역, 즉 입력 형태, 출력형태와 요소영상 생성 방법

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 집적영상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입력 형

태는 가상세계 정보와 현실세계 정보로 나뉠 수 있다. 초창기에

는 3D 가상 세계 도구로 만들어진 가상 객체를 사용하였고, 최

근 들어서는 현실세계 정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집적영상 

시스템에서 요소영상의 3차원 출력은 시점 변화에 따라 보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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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입체 영상 디스플레이 기술[1]

그림 2. 집적영상의 개념도[3]

그림 3. 집적영상 시스템에 대한 연구 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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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차영상 사용방법과 렌즈어레이를 통한 3차원 가시화 기법

이 있다. 이들 세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소영상 생성 

영역이며, 일반적으로 주어진 입력 정보로부터 요소영상을 생

성은 많은 시간에 소요된다. 따라서 CPU 대신 GPU를 이용하

여 요소영상을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본고의 제 II장에서는 집적영상을 생성하는 시스템에 대해 소

개하고, 제 III장에서는 현실 세계 정보에 대해 요소영상을 생성

하여 가시화하는 최근 연구 기술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 Ⅳ

장에서는 소개한 기술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소개한다.

II. 집적영상 시스템에서                                    

요소영상 생성 기법
 

집적영상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인 요소 영상을 생성하

는 Pickup 과정을 소개하면 <그림 4>와 같다[3][4]. 3차원 객체

(3D object)에 대해 3D 객체로부터 일정한 거리( (Center 

Depth Plane)) 만큼 떨어진 위치에 렌즈어레이를 놓는다. 렌즈

어레이는 NxM 개의 렌즈로 구성되며, <그림 4>에서는 5x5 크

기의 렌즈어레이가 보여진다.

<그림 4>에서와 같이 렌즈어레이로부터 일정한 거리(g) 만큼 

떨어진 곳에 디스플레이 장치를 위치시킨다. 이러한 경우 렌즈

의 초점거리를 라고 하면, 세 매개변수인  간의 

관계식을 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같이 각 요소렌즈의 중심과 디스플레이 패널간

에 두 벡터 과  를 정의하고, 이 두 벡터를 이용하여 렌즈의 

중심에 놓이는 시점에 대한 시야각(field of view), 를 수식(2)

과 같이 구한다.

집적영상 시스템에서 장치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컴퓨터

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초기 연구는 주로 3차원 가상 객

체와 가상 렌즈어레이가 3차원 가상공간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

고, 주어진 렌즈어레이에 놓여진 각 가상카메라로부터 보이는 

영상을 구하는 기법들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연구들을 분류하

면 크게 PRR(point retracing rendering)[5], MVR(multiple 

viewpoint rendering)[6], PGR(parallel group rendering)[7]

[8], VVR(viewpoint vector rendering)[9]로 나뉜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PRR 방식은 렌즈어레이에 놓인 

각 렌즈의 중심을 통과하여 디스플레이와 교차하는 광선에 대

해 색깔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요소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반면 MVR 방식에서는 각 렌즈의 중심을 시점(viewpoint)로 설

정하고 FOV(field of view)를 구한 후 컴퓨터 그래픽스 시스템

에서 사용하는 렌더링을 통해 얻어진 영상들 통합하여 요소영

상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PGR과 VVR 방식에서는 렌즈어레이

를 구성하는 렌즈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어 렌즈의 중심을 

통과하는 서로 다른 광선 벡터들의 분류를 통해 요소영상을 구

하였다. 따라서 이 방법에서는 이들 평행 광선벡터와 객체가 만

나는 교차점을 상대적으로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어 기존의 PRR

과 MVR 보다 효율적으로 요소영상을 생성할 수 있었다.  

그림 4. 요소영상을 생성을 위한 과정[3] 

그림 5. CPU 기반 가상 객체에 대한 요소영상 생성기법[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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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3D 가상공간에서 특정한 광선으로부터 보이는 점을 

구하는 시간을 O(V)라고 가정하자. 하나의 렌즈로부터 생성되

는 요소영상의 크기를 KxL이라고 가정하면  MxN 크기의 렌즈

어레이로부터 생성되는 전체 요소영상의 크기는 KMxLN일 될 

것이다. 따라서 PRR 방법을 적용할 경우 요소영상을 생성하는 

전체 시간은 O(KMLNV)가 될 것이다. 만약 30x30 렌즈어레

이, 각렌즈에 대해 30x30크기의 영상이 생성된다고 가정하면 

전체 요소영상의 크기는 900x900이 될 것이고 이를 생성하는 

시간은 O(810000 V)이 될 것이다. 매우 많은 계산 시간이 요구

된다. CPU 기반으로 하는 다른 방법도 요소영상을 생성하는 계

산 복잡도 측면에서 그리 크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들 방법

은 GPU를 사용하는 Jang 등[10][11][12]과 Kwon 등[13]에 의

해서 크게 개선되었다. 

Jang 등[11][12]은 MVR 기법에서 각 렌즈에 대해 순차적인 

부분 요소영상을 구하는 과정을 쓰레드(thread)를 활용하여 병

렬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 CPU 방법에 비해 약 

100배 이상의 계산 속도를 향상시켰다. 그 후 Kwon 등[13]은 

GPU 기반으로 이미지 공간으로부터 병렬적으로 요소영상을 생

성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객체 중심 방법과 달리 그

들은 <그림 6>과 같이 요소영상을 구성하는 각 픽셀(상단 그

림)에 도달하는 광선과 주어진 객체와의 교차점을 구하는 방법

을 취하였다. 특히 그들은 요소영상을 구성하는 픽셀에 대응하

는 각 광선을 하나의 쓰레드에 대응하여 교차점을 구하였고(하

단 그림), 요소영상을 구성하는 픽셀 수 만큼 쓰레드를 생성하

여 병렬로 작업이 처리되도록 하였다. Kwon 등이 제안한 기법

을 적용할 경우 각 렌즈에 대해 생성된 부분요소영상의 크기를 

30x30으로 하는 30x30렌즈어레이로부터 요소영상을 초당 25 

프레임(fps) 속도로 생성할 수 있었다. 

Kwon 등[13]의 연구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결과가 

출현하였다. Jiao 등[14]은 다중광선분류렌더링(muliple ray 

cluster rendering)를 통해 보다 빠르게 요소영상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Xing 등[15]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로 널

리 사용되고 있는 역방향 광선 추적법(Backward ray tracing)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요소영상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III. 현실세계정보에 대한 

요소영상 생성 기법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객체에 대한 요소영상은 생성하기도 어

려울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영상이다. 따라서 보다 쉽게 취할 

수 있는 현실세계(real world)에 대한 요소영상 생성에 관심을 갖

기 시작하였다. Li 등[16]이 <그림 7>과 같이 깊이카메라(depth 

camera)로 얻어진 현실세계에 대한 깊이 영상(depth image)과 

칼라영상(color image)을 이용하여 요소 영상을 생성하는 집적영

상 시스템에 관한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Li 등은 현실세계에서 촬영된 깊이영상에서 나타나는 깊이 

값을 요소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Gap 값(g)과 초점

거리(f)를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i,j)번

째 픽셀 A(i,j)에 대한 깊이 값을 dc(i,j)라 할 때, 대응하는 요

소영상의 픽셀 A’(u, v)를 식 (3)과 같이 구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식 (3)에서 PL은 요소영상의 크기이고, PI는 오브젝트의 픽

셀크기, iL,jL은 렌즈어레이의 인덱스 정보이고, dc(i,j)는 변환
그림 6. 이미지 공간 병렬 처리 기법을 통한 요소영상 생성[13]

그림 7. 현실 세계정보에 대한 집적영상시스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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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오브젝트의 깊이로 식 (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4)에서 

dr(i,j)는 획득한 깊이영역의 (i,j)위치의 실 거리 정보이다. 

Li 등에 의해서 연구된 결과가 <그림 8>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림 상단의 왼쪽 그림은 깊이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칼라영상이

고, 상단 오른쪽 그림은 칼라영상에 대응하는 깊이영상이다. 하

단 왼쪽 그림은 두 영상을 이용하여 30x30렌즈어레이로부터 

생성한 요소영상이다. 요소영상에서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확

대해서 보면 하단 오른쪽 그림과 같다.

Li 등[16]이 제시한 기법은 깊이 카메라를 통해 획득된 현실

세계 공간에 대해 요소영상을 생성한 최초의 시도였다. 그러나 

CPU를 기반으로 30x30 크기의 렌즈어레이로부터 요소영상을 

1.38fps 속도로 생성하고 있어, 속도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Jeong 등[17]은 GPU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같은 

크기의 렌즈어레이로부터 요소영상을 30fps 속도로 구하는 방법

이 제시되었다. 

Li 등[16]과 Jeong 등[17]이 사용하는 깊이카메라는 키넥트

(Kinect)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키넥트 장비로부터 얻어진 깊

이영상의 크기와 칼라영상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키

넥트 V1에서는 320x240 깊이영상과 640x480 칼라영상을 제공

하고, 키넥트 V2는 512x424 깊이영상과 1920x1080 칼라영상을 

제공한다. 서로 다른 영상 크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i 등[16]

과 Jeong 등[17]은 칼라영상의 크기를 깊이영상의 크기로 축소하

여 요소영상을 생성하였다. 이러한 경우 칼라영상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여 보다 좋은 요소영상을 생성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ong [18]은 깊이영상을 칼라영상의 

크기로 확장한 후, 두 영상을 이용하여 요소영상을 생성하는 기

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9>이 Song 등에 의해 제시된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왼쪽위에 존재하는 칼라영상의 크기로 왼쪽 아래와 

같이 깊이영상을 확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오른쪽에 놓인 요소영

상을 생성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장된 깊이영상 뿐만아니라 생성된 요소영상에 대해

서도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희미한 영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이 Song[18]이 제시된 방법으로 보간 기법을 통한 깊

이영상을 확장하여 생성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의 왼

쪽 아래 그림이 3차 보간 기법을 이용한 깊이영상의 확장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그림이 왼쪽에 놓인 칼라영상과 깊이영상

을 이용하여 생성한 요소영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과 <그림 10>에 나타난 두 요소영상을 비교하면 <그림 10>의 요소

영상이 보다 선명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 Li 등[16]에 의해 생성한 요소영상[16]
그림 9. 깊이영상의 단순확장을 통한 생성한 요소영상 결과[18]

그림 10. 3차보간을 통한 확장된 깊이영상을 이용한 

생성한 요소영상 결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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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법에서 보다 큰 시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Lim[19]은 

두 대의 키넥트로 촬영한 두 깊이영상과 칼라영상을 <그림 11>과 

같이 두 칼라영상의 정합 기법[20]을 이용하여 보다 큰 깊이영상

과 칼라영상으로 만든 후에 이를 이용하여 요소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현실 세계에 대한 요소영상을 생성하는 모든 

기법은 깊이 영상과 칼라영상을 구성하는 픽셀을 정점으로 고

려하여 요소영상을 생성하였다. 다시 말해 영상을 구성하는 정

점 클라우드(point cloud)에 대해 요소영상을 생성하였다. 

Jeong 등[17]은 이들 정점 클라우드에 대해 요소영상을 <그

림 13>과 같이 생성하였다. 먼저 각 렌즈의 중심을 지나고 요소

영상의 픽셀과 만나는 광선에 대해 깊이영상과 교차점을 구한 

후 (<그림 12> 1단계), 그 픽셀에 대응하는 칼라영상의 픽셀 값

을 취하여 요소영상의 픽셀 값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광선과 

깊이영상과의 교차점을 구할 때 정확한 위치를 구하지 못하고 

근사 픽셀의 위치를 구하게 되어 대응하는 칼라영상의 픽셀을 

정확히 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그림 12> 2단계)

Zhang 등[21]은 움직이는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는 Kinect 

Sensor를 통해 멀티프레임 깊이정보를 얻어 볼륨 기반으로 표

현된 3차원 모델을 생성하는 KinectFusion [22]에 기반한 집적

영상 가시화 시스템을 <그림 13>과 같이 제안하였다. 그들은 하

나의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얻어진 깊이 정보의 잡음 문제를 

제거하였으며, 3차원 객체를 구성하는 복셀(voxel)과 디스플레

이 복셀(voxel)사이의 관계를 광선광학 이론을 기반으로 요소

영상을 생성하였다. 

<그림 14> 상단 그림이 640x480 크기의 영상프레임을 Kinect 

Sensor로부터 받아 볼륨기반 3D 모델을 만든 후에 50x50 렌즈

어레이로부터 생성된 요소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각 렌즈로부터 얻어진 단일 요소영상의 크기는 17x17이다. 따라

서 전체요소영상의 크기는 850x850이다. <그림 14>의 하단 세 

그림은 왼쪽부터 각각 왼쪽 시점, 중앙시점과 오른쪽 시점에서 

보았을 때의 시차영상이다.  

그림 11. 두 칼라영상의 정합결과[19] 

그림 12. 정점 클라우드를 이용한 요소영상 생성 기법[17]

그림 13. KinectFusion를 이용한 요소영상 생성 기법[21]

그림 14. KinectFusion을 구성된 볼륨에 대해 

생성한 요소영상과 시차영상 결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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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 등[21]의 연구는 pickup 단위와 디스플레이단위를 일

치시켜 정점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구멍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였으나,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따라서 

근원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Jeong 등[23]은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이 영상과 

칼라 영상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게 3차원 다각형 

모델을 구성하고, 구성된 다각형 모델에 대해 요소영상을 생성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15>이 Jeong 등[23]이 제안한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5> (a)가 깊이 카메라로부터 얻

어진 칼라영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15>(b)가 정점 클라우드

에 대해 생성한 요소영상을, <그림 15>(c)가 3D 다각형 모델에 

대해 생성한 요소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b)를 자세히 

보면 중간 중간 잡음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림 15>(c)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들 잡음이 많이 없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 론

본고에서는 무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 기술로 사용되고 있

는 집적영상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요소영상 생성 기술을 살펴

보았다. 먼저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3차원 가상객체에 대한 요

소영상 생성 기법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보다 쉽게 취득이 가

능한 깊이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현실세계 정보에 대한 요소영

상 생성 기술을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보다 질 좋은 아주 큰 크

기의 요소영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생성하는가이다. 이

를 달성하기 위해 CPU보다는 GPU를 사용하여 병렬적으로 요

소영상을 생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보다 질 좋게 입력 

모델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특정 모델에 대해 요소영상을 30fps로 생성할 수 있다면 이제 

정적 모델보다는 동적 모델에 대해 요소영상을 생성하는 연구

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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