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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3D 화상 통신을 위한 비대칭 집적영상 시스템에서 한개 픽업된 요소 영상을 광학 복원하기 전 전처리
단계에서 깊이 천이하면서 가상적으로 요소 영상 픽업하는 디지털 픽업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Ⅰ. 서 론

3D 영상과 5G 기술의 발달로 3D 실감 통신 개발이 생활, 의료 및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및 혼합현실 디바이스에서이미지 처리 방식 개발은 매우 필수 요건이되

었다. 예를 들면 고해상도 처리, 광시야 각, 깊이감 크기 및 깊이 해상도

향상등이 3D 이미지처리에 핵심개발요소이다. 최근 2D 이미지에서볼

륨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실사에서는 최소한의 3D 정보

획득이 필수적이다. 이에 적은요소영상을획득하여높은 3D 해상도가지

는 깊이 감조절이 가능한시스템 제시되었는데 그안에획득된 영상에서

디지털픽업 기술이개념적으로소개되었으나본 연구에서는그것을기하

광학적 기반에서 그 원리를 수식적인 관계로 유도하고 실제 적용 시스템

에요구되는 광학소자요소값을 설계할수있는방법을 제시하고자한다.

Ⅱ. 본론

논문에서는깊이감천이디지털픽업시스템을설계하고, 광학 요소수치

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수식으로 유도하고 최적의 조건을 찾아본다.

먼저 핀홀기반요소영상으로부터 기하광학적 광선 추적방식으로 그구

조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보였다.

그림 1. back propagation 과정을 통해 w 에 따라 정해지는 가상 픽업 구조 와 원리

그림1 에서 OPEI는 광학적으로 픽업된 요소영상이고, PVOI는 1단계

dynamic process에서 얻어지는 가상 투영 프로젝션 면에서 요소영상이

다. VPEI는 깊이거리에따라가상픽업과정을통해최종적으로얻어지는

요소영상이다.

여기서디지털 픽업의깊이면 Dw를 w값에 따라수식 (1)에서 정한간격

으로 할당하였다. 여기서 p와 δ는 핀홀 피치와 픽셀 피치이고, M은 픽업

요소영상 개수이다.

     (1)

w값에 따라 정해지는 깊이감 면에 대해 복원 거리는 위 광학 요소를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2)

Ⅲ. 결론

본논문에서는비대칭집적영상기반 디지털픽업 과정을 분석하고 수식

적으로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얻어 질 수있는가상 픽업 면의 구조와원

리를분석할수 있고, 실제 응용할시스템에적용할수있다. 향후 이디스

플레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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