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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무안경식 3D 디스 이를 해 사용되는 집 상은 일반 으로 평면 즈어 이로부터 생성되고 있

으나, 좁은 시야각으로 인해 찰자에게 넓은 시야 역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곡면 즈어 이가 제안되었으며, 기술 , 비용  한계로 인해 이상 인 곡면 즈어 이보다는 여러 개의 

평면 즈들을 곡면 유형으로 만든 근사곡면(Approximate Surface) 즈어 이가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는 반경 100mm의 구에 20x8개의 사각형 평면 즈들을 배치하여 근사곡면 즈어 이를 구성하 으며, 

그 결과 약 2배의 시야각을 넓힐 수 있었다. 특히, 기존연구에서는 집 상을 수작업으로 만들어내고 있었

으나, 본 논문에서는 집 상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OpenCL GPU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 

결과, 다양한 3D 볼륨데이터에 하여 15x15 크기의 근사곡면 즈어 이로부터 집 상을 12-20 

frame/sec 속도로 생성할 수 있었다.

■ 중심어 :∣3차원 디스플레이∣근사곡면 렌즈어레이∣집적영상∣볼륨 데이터∣OpenCL∣

Abstract

Generally, integral image used for autostereoscopic 3d display is generated for flat lens array, 

but flat lens array cannot provide a wide range of view for generated integral image because 

of narrow range of view. To make up for this flat lens array's weak point, curved lens array 

has been proposed, and due to technical and cost problem, approximate surface lens array 

composed of several flat lens array is used instead of ideal curved lens array. In this paper, we 

constructed an approximate surface lens array arranged for 20x8 square flat lens in 100mm 

radius sphere, and we could get about twice angle of view compared to flat lens array. Specially, 

unlike existing researches which manually generate integral image, we propose an OpenCL GPU 

parallel process algorithm for generating real-time integral image. As a result, we could get 

12-20 frame/sec speed about various 3D volume data from 15x15 approximate surface lens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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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집 상 기술은 1908년 물리학자 G. Lippmann[1]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무안경식 3차원 디스 이 

방식  입체감을 형성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기술로 평

가 받고 있다. 집 상 기술은 크게 픽업 부분과 디스

이 부분으로 구분되는데[2], 픽업 부분에서는 요소

즈들로 구성된 즈어 이를 통하여 생성된 상을 

픽업 장비(CCD 카메라 등)로 기록하여 장한다. 이때 

각각의 즈어 이를 통하여 생성된 상들은 배열 형

태로 장되며, 이 게 다수의 상들로 구성되어진 

체 상을 집 상(integral imaging)이라고 한다. 집

상을 재생하는 방법에는 획득할 때의 동일한 조건

으로 상을 학 으로 재생하는 방법과, 컴퓨터 그래

픽을 이용하여 상을 재생하는 방식 등이 있다. 최근

에는 집 상을 픽업 하는데 있어서  왜곡을 최소화 

하기 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사용하여 상을 기록

하고 장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CGII(computer- 

generated integral imaging) 기술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CGII 기술을 통한 방법은 각각의 즈어 이의 

속성과 물체의 크기에 따라 요소 상 어 이의 생성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 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컴퓨  처리 속도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OpenCL

을 이용하여 병렬처리를 통해 즈어 이에 한 집

상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3-5]. 이러한 집 상을 얻기 해 기존에 사용되어왔

던 즈어 이의 형태로는 사각형 즈어 이, 육각형 

즈어 이 등이 있다. 사각형 즈어 이를 통해 집

된 빛의 분포는 사각 격자 형태로 기록이 되는 반면[3], 

최근에 제시된 육각형 즈어 이의 방식은[4] 육각형 

즈 어 이를 통해 사각형 즈어 이보다 더 높은 

도의 빛의 분포를 획득하여 이상 인 원형 즈에 가까

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육각형 즈

어 이를 사용하게 될 경우 사각형 즈어 이에 비해 

각각의 요소 상을 구성하는 화소가 속할 즈를 결정

해야 한다는 계산처리가 추가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는 문제가 있게 되는데, 김도형[5]등에 의해서 이러한 

계산처리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면 즈어 이를 사용한 많은 기

존의 연구 사례가 제안되어 왔으나, 근본 으로 평면 

즈어 이를 통해서 집 상을 생성할 경우 측자 

입장에서의 시야각이 좁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집

상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해서는 좁은 시야각 문

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최근 곡면 형태의 즈어 이를 

통해서 향상된 시야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6][7]. 하지만 이상 으로 완 한 곡면 즈어 이

를 제작하기 해서는 각각의 요소 즈의 치에 해당

하는 곡률을 일일이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는 어려

움과 그로 인한 제작비용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김윤희 등[6][7]에 의해 제안된 곡면 즈어 이

의 논문들의 경우, 기 인 시스템 설계만을 제공할뿐 

실시간으로 집 상을 생성하기 한 수치 인 구

이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근사곡면(Approximate Surface) 

즈어 이를 사용하여 좁은 시야각의 문제를 해결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 한 OpenCL GPU 병렬 처리 알

고리즘을 용하여 실시간으로 집 상을 생성한 결

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근사곡면 즈어

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완 한 곡면 형태의 곡면 즈

어 이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기술 ,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각형 즈들을 곡면에 배치한 것을 일컫

는다. 제 2장에서는 즈어 이 방식에 따른 시야각의 

크기 비교  근사곡면 즈어 이를 설계한 방법을 제

시하고, 제 3장에서는 OpenCL 기반의 GPU 병렬처리

를 통한 집 상 생성 방법을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논문 결과를 요약하고, 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Ⅱ. 근사곡면 렌즈어레이 시스템 설계

1. 렌즈어레이 방식에 따른 시야각의 크기
집 상을 통해 나타나는 3차원 상이 표 되는 

역은 디스 이 패 과 즈어 이 사이의 거리에 따

라 패 과 즈어 이 사이, 는, 즈어 이와 측자 

사이에 집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 표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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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가우스의 즈 법칙에 의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디스 이 패 과 즈어 이 사이의 거리를 g, 

요소 즈의 거리를 f, 즈와 물체사이의 거리를 

ZCDP이라고 할 때, 다음 수식이 성립한다.




 





       (1)

    
∙         (2)

수식 (1)에서 거리 f와 즈와 물체사이의 거리

인 ZCDP에 의해서 디스 이 패 과 즈어 이 사이

의 거리인 g의 값이 결정되게 되면, 디스 이에서 

즈 심으로 향하는 두 벡터 V1과 V2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두 벡터 V1과 V2를 통해서 두 벡터 사이의 

끼인각을 구하게 되면 획득된 끼인각은 CGII에서의 가

상 카메라의 시야각에 한 정보로 사용된다. 집  

상 기술에서 요소 상과 요소 즈 사이의 치 계는 

시야각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시야각이 형성되

는 범  내에서만 찰자는 입체 상을 감상할 수 있

다. [그림 1]은 이러한 요소 즈의 크기와 즈어 이와 

디스 이 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시야각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요소 즈의 크기를 φ라 하고 즈

어 이와 디스 이 패  사이의 거리를 g라 하면 집

 상의 시야각은 2arctan(φ/2g)가 됨을 알 수 있다

[8]. 따라서 시야각을 향상 시키려면 요소 즈의 크기를 

늘리거나 즈어 이와 디스 이 패  사이의 거리

를 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모두 3차원 상

의 화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두 요소

의 변화없이도 넓은 시야각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연

구되고 있다.

그림 1. 렌즈 크기와(φ) 거리(g)에 따른 시야각의 상관관계

이에 한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좁은 시야각 문제

를 개선하기 해 근사곡면 즈어 이를 사용하는 것

을 제안한다. [그림 2] (a)는 평면 즈어 이를 사용하

여 집 상을 생성했을 때의 시야각을 나타낸 그림이

다. 그림과 같이 디스 이 패 과 즈어 이와의 일

직선상에 치한 측자-1과는 달리 측자-2와 같은 

시야각 범  밖의 찰자는 상이 맺히지 않아 집 상

을 측할 수 없으나, [그림 2] (b)에서와 같이 곡면 

즈어 이를 사용하여 집 상을 생성했을 때에는 

즈어 이가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측자-2

와 같은 시야각 범 에서도 집 상을 측할 수 있다. 

(a) 평면 즈어 이의 시야각

(b) 곡면 즈어 이의 시야각

그림 2. 렌즈어레이 종류에 따른 시야각 비교

곡면 즈어 이의 구체 인 시야각 향상 결과는 김

윤희[6]등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즈 어 이의 거리가 22mm, 크기가 10mm이며, 반

경이 100mm 일때, 평면 즈의 경우 이론 으로는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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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야각을 확보했으나, 실질 인 최  시야각은 7°를 

확보한 반면에, 곡면 즈어 이의 경우 이론 으로는 

20°의 시야각을 확보했으며, 실질 인 최  시야각은 

16.5°의 시야각을 확보함으로써 약 2배 이상 향상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2. 근사곡면 렌즈어레이의 설계
서론에서 언  하 듯이, 각각의 요소 즈의 곡률을 

일일이 고려하여 완 한 곡면 즈어 이를 제작하기

에는 기술 으로 비용 으로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완 한 곡면 즈어 이와 가장 유사한 형

태인 근사곡면 즈어 이를 설계하 다. 근사곡면 

즈어 이는 [그림 3]과 같이 여러 장의 평면 즈어

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즈어 이 사이에 곡률

을 용하여 제작하 다. 이 게 설계된 근사곡면 즈

어 이는 측자에게 평면 즈어 이와 비교했을 때 

더욱 향상된 시야각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 곡면 렌즈어레이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근사곡면 
렌즈어레이의 설계형태 

이러한 근사곡면 즈어 이를 통해 물체를 픽업하

는 계산과정을 컴퓨터로 구 하기 해서는 평면 즈

어 이와 달리 곡면이라는 을 고려하여 각각의 요소

즈에 맺히는 상의 크기와 카메라의 치를 계산하

는 수식이 필요하다. 평면 즈어 이에서는 z축이 모

두 동일한 반면에 근사곡면 즈어 이는 곡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각각의 즈에 한 가상 카메라의 치

를 계산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곡면 즈어 이에 하

여 집 상 생성을 한 컴퓨  문제에 한 연구는 

김도형 등[9]에 의해 제안된 바 있다. [그림 4]는 곡면상

에서의 가상 카메라의 치를 결정하는 그림이다.   값

은 앞에서 언 된 [그림 1]을 통해 계산되며, 각각의 가

상 카메라의 치 Cn을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3)

그림 4. 근사곡면 렌즈어레이에 대한 가상 카메라의 위치 결정 

Ⅲ. OpenCL 기반의 GPU 병렬처리 기법을 통
한 실시간 집적 영상 생성 방법

1. 시스템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시간 집  상 생성 순서도

는 [그림 5]와 같이 총 4단계로 구성되어있다. 먼 , 데

이터 입력 단계(Input)에서는 즈어 이의 정보, 디스

이 패  정보, 3차원 볼륨 데이터를 입력 받고, 계

산 단계(Calculation)에서는 각각의 요소 즈에 해당하

는 가상의 카메라의 치를 데이터 입력 단계(Input)에

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하며, 각각의 가상 카

메라가 바라보는 뷰 포인트(view point)를 설정한다. 이

게 가상 카메라의 설정이 완료되면 가상 카메라가 바

라보고 있는 뷰에 한 정보를 뷰 행렬로 장하여 

OpenCL 커 로 달한다. 계산 단계(Calculation)에서

는 병렬처리를 해서 OpenCL의 처리 단 인 스 드

(thread)의 수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GPU에서 생성

할 수 있는 최  스 드 수보다 집 상에서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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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 수가 더 많을 경우, 최  스 드 수만큼씩 반복되

어 처리하게 하기 해서이다. 더링 단계(Rendering)

에서부터는 GPU 커 에서 진행되며, 계산 단계

(Calculation)에서 받아온 뷰 행렬에 하여 병렬 처리

를 진행한다. 더링 과정에서 진행되는 GPU 병렬처리

는 입력받은 각 요소 상의 크기와 뷰 행렬을 이용하

여 해당 픽셀에 응하는 요소 즈의 인덱스를 결정하

고, 해당 픽셀과 볼륨데이터 간의 Ray-Box 

Intersection 알고리즘을 통해 픽셀값을 결정하게 된다. 

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 집 상은, 마우스나 키보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계산단계(Calculation) 과정부터 

다시 피드백된다. 마지막으로 집  상 출력  재생

(Display & Reconstruction) 단계에서는 병렬처리를 통

해 이루어진 결과가 CPU로 달되어 상이 출력된다.

그림 5. 병렬처리 기반의 집적영상 생성 시스템 순서도

2. 집적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OpenCL 기반의 
GPU 병렬처리 커널 구조

집 상을 구성하는 각각 하나의 단일 픽셀에 한 

정보를 얻기 해 CUDA(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기반의 API인 OpenCL을 이용하여 더

링(Rendering) 단계에서 해당 픽셀 값을 구하기 한 

연산을 수행하 다. 각각의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3D 

볼륨데이터에 한 기  상을 구하기 해 OpenCL 

커 에서 하나의 그리드에 할당된 블록수  블록에 설

정될 쓰 드의 수를 설정하 다. [그림 6]은 (i, j) 번째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기  상을 구성하고 있는 설정

된 그리드와 블록  쓰 드를 보여주고 있다. 구 된 

로그램에서는 체 기 상의 크기로 (width, 

height)를 입력 받으며, 즈어 이의 크기로 (N, N) 입

력 받아 그리드의 블록 크기를 (width/N, height/N)으

로 설정하 고, 블록 내의 쓰 드의 크기는 (16, 16)으

로 주었다.

그림 6. (i,j)번째 카메라의 볼륨데이터를 구하기 위한 블록
과 쓰레드의 병렬 구조

와 같이 설정된 그리드의 크기  블록의 크기에 

의해 각각의 카메라에 보이는 볼륨데이터를 더링하

여 그 결과를 출력 버퍼에 달하게 된다. (i, j)번째 카

메라에 보이는 볼륨데이터를 더링하는 과정은 다음

과 같다. 먼 , d_render 커  함수로 달된 (i, j)번째 

카메라  생성될 상크기 정보를 바탕으로 커  내부

에서는 get_global_id(0)과 get_global_id(1)로 출력될 

버퍼 치를 설정한다. (i, j)번째 카메라의 더링을 

한 출력버퍼 치를 설정하게 되면, 실제로 보여지는 볼

륨데이터의 픽셀값을 결정하기 해서 커 함수로 받

아온 각각의 이동, 회 , 확 /축소와 같은 모델정보가  

담겨있는 뷰 행렬(invViewMatrix)과 디스 이 패

에서의 픽셀값이 교차하는 부분의 정보를 얻는다. 볼륨

데이터와 디스 이 패 의 픽셀값의 교차여부를 

단하기 해서 Ray-Box Intersection 알고리즘을 용

하여 픽셀과 교차하는 볼륨데이터의 intensity 값을 구

하게 되고, 이 게 획득된 값들을 섞어서 해당 픽셀의 

값으로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구해진 색상 정보를 

d_output을 통해 장하게 되고. CPU에서는 받아온 버

퍼로부터 상을 생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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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결과 

1. 근사곡면 렌즈어레이 설계 및 실험 장치
본 논문에서는 앞 에서 제안한 근사곡면 즈어

이에 한 시스템 설계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사각형 

평면 즈어 이를 곡면 형태로 배치하여 근사곡면 

즈어 이를 장치를 설계하 다. [그림 7]은 근사곡면 

즈어 이 장치의 정면  에서 바라본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근사곡면 즈어 이의 사이즈는 20x8 개의 

평면 즈어 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그램 상에서

는 사용자가 직  즈의 사이즈(radius, lens pitch, 

pixel pitch)와, 즈 입력정보(num of horizontal, num 

of vertical, ZCDP, focal length)  3D 볼륨의 크기

(x,y,z)를 입력하여 실행할 수 있게 구 되어 있다.

그림 7. 실험에서 사용된 근사곡면 렌즈어레이 장치

[표 1]은 실험한 3D 볼륨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낸 표

이다.

표 1. 3D 볼륨 데이터의 종류 및 크기
 볼륨 데이터 크기

Teddy 128×128×62 voxels
0.9 Mbyte

Male 128×256×256 voxels
8Mbyte

Teapot 256×256×178 voxels
11.1Mbyte

Head 512×512×512 voxels
128Mbyte

제안된 시스템의 실험을 해 운 체제는 Window 7 

64bit에 CPU는 Intel(R) Core(TM) i7-4770 3.40GHz를 

사용하 으며, Memory는 8 GByte, GPU는 NVIDIA 

Quadro 4000을, 개발툴은 Visual Studio 2010, 3D 더

링라이 러리로는 OpenGL을, GPU 병렬처리를 해서

는 OpenCL 2.0을 사용하 다.

2. 근사곡면 렌즈어레이를 이용한 시야각 확장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근사곡면 즈어 이를 사용하

여 시야각에 따른 3D 볼륨 데이터의 입체 상을 찰

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시야각은 각각 앙 0도, 좌

측 7도, 좌측 10도, 좌측 15도, 좌측 20도에서 실시하

으며, 평면 즈어 이에서도 동일한 시야각으로 측정

하 다. 실험결과 평면 즈어 이의 경우 앙으로부

터의 각도가 커질수록 상이 일그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근사곡면 즈어 이의 경우 20도 이상부터 

상이 일그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시야각에 따른 평면 렌즈어레이와 근사곡면 렌즈어
레이의 3D 영상 결과(Teapot)

3. OpenCL 기반의 GPU 병렬처리 기법을 이용
한 집적영상 생성 처리 결과

[표 2]는 다양한 모델에 한 집 상 생성 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즈어 이의 반지름은 100mm, 즈어

이의 수는 15x15개, 요소 즈의 크기는 10mm 일 때, 

실험한 결과이며, [표 3]는 Teapot 모델에 하여 즈 

어 이의 수만 증감시켰을 때의 집 상 생성 속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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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양한 볼륨데이터에 대한 집적영상 생성 결과
볼륨데이터

생성속도 
(frame/sec)

생성시간 
(seconds)

Teddy
[128×128×62] 19.15 0.052

Male 
[128×256×256] 17.64 0.056

Teapot
[256×256×178] 15.24 0.065

Head
[512×512×512] 12.31 0.081

표 3. 렌즈 어레이 수에 따른 집적영상 생성 결과
즈어 이의 수

생성속도 
(frame/sec)

생성시간 
(seconds)

5×5 30.15 0.033
10×10 16.04 0.062
15×15 15.24 0.065
20×20 3.245 0.308
25×25 1.365 0.732
30×30 0.659 1.517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디스 이 분야에서 각 받고 있는 

무안경식 3차원 디스 이 방식  집 상을 이용

한 연구를 진행하 다. 특히 시야각  실시간 컴퓨터 

생성 집 상 기법에 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보

다 향상된 집 상의 결과를 얻고자 하 으며,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존의 제시된 평면 

즈어 이에서는 제한된 시야각으로 인해 측자에게 

넓은 범 의 시야공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

었으나, 근사곡면 즈어 이를 통해서는 측자에게 

평면 즈어 이에서의 시야각보다 입체 상을 볼 수 

있는 향상된 시야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 

OpenCL기반의 GPU 병렬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집

상을 구성하여 즈어 이의 수가 15x15이고 요소 즈

의 크기가 10mm일때, 다양한 볼륨데이터에 하여 약 

12-20 frame/sec의 생성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집 상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생성 속도의 지연문제  이와 련된 GPU 처리 성능 

분석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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