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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차원 카메라 영상정보에 의존하는 기존의 영상처리

기술에 비해, 플렌옵틱(plenoptic) 또는 라이트필드

(light field, 光場) 영상은 공간상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의 정보를 제공한다. 즉, 2차원 영상을 구성

하는 각 픽셀에 대하여 샘플링된 방향에 대한 빛의 세기

와 컬러 정보를 제공하기에 실제 공간에서 물체들을 사

실적으로 묘사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플렌옵틱 영상정보는 기존 2차원 영상이 

가지는 공간영역(spatial domain) 정보와 동시에 방향 

정보에 의한 각영역(angular domain) 정보를 가지는데, 

이러한 공간영역의 깊이정보 및 각영역에 의한 광선의 

추가적인 방향정보를 활용하여 원근시점 이동(pers-

pective viewing change), 재초점(refocusing) 및 3차원 

깊이정보 추출(depth of field extraction) 등의 다양한 

영상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깊이정보는 기존의 양안 시차 방식의 스테레오 카메

라 및 깊이센서 등으로부터도 취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카메라들은 특정 뷰포인트로부터 객체까지의 깊이정보

를 제공한다. 반면에, 플렌옵틱 영상은 추가적인 광학정

보를 담고 있으므로 깊이값 취득이 가능하며 동시에 광

학적으로 정확한 재초점 생성이 가능하다. 구조광 방식

의 카메라와는 달리 실외 환경에서의 깊이정보 처리도 

가능하게 한다. 

플렌옵틱 영상처리 기술에는 카메라 어레이에 의한 

집적영상(integral imaging) 방식, 체적 내에 실제 발광

점들을 물리적으로 형성하는 체적형 방식, 빛의 간섭효

과를 이용하는 홀로그래피 방식 등이 존재한다[1][2]. 

본고에서는 집적영상에 의한 플렌옵틱 영상처리 기술을 

다루고자 한다. 

플렌옵틱 영상의 이러한 기능들을 응용 영역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 난제들이 많

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한다. 우선, 

영상 취득 단계에서 다차원인 플렌옵틱 정보를 2차원 

센서(통상 디지털카메라의 Complimentary Metal-

Oxide-Semiconductor(CMOS) 센서)로 취득하므로, 공

간영역과 각영역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인해 존재

하는 해상도 제약 문제가 있다. 장착 가능한 렌즈 개수 

및 크기,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의 해상도 제약에 의해 

제한된 입력 영상정보량에서 각영역 해상도가 증가하면 

상반되게 공간영역 해상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또한,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제약요소 외에, 응용 

콘텐츠 상에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플엔옵틱 영

상정보 자체를 효과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

요한데, 깊이정보 생성, 시점이동, 재초점, 스티칭 등의 

단순한 기능에서부터 객체 분리, 삽입 및 추적 등의 고

차원적 저작기능 개발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전 

방향에서의 광 정보를 제공하는 대용량 플렌옵틱 데이

터의 특성에 의해 실시간 영상처리를 위한 가속화 문제

도 해결해야 된다. 

본고에서는, 플렌옵틱 영상처리 기술의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또한, 해당 영상기술의 콘텐츠 기

술로서의 활용에 요구되는 향후 관련 기술개발 이슈 및 

서비스 시나리오를 파악해봄으로써, 기존 2차원 영상이 

제공하지 못하는 신차원의 콘텐츠 서비스 및 시장을 전

망하고자 한다. 

Ⅱ. 플렌옵틱 영상기술 개요 

일반적으로 기존 2차원 영상은 촛점평면 기록된 2차

원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는 형태이며, 스테레오 또는 

깊이센터에 의해 깊이정보가 부가된 경우는 Red, Blue, 

Green(RGB) 및 깊이(depth) 정보를 활용하여 3차원 효

과정보 단순처리 및 관찰이 가능하다. 반면에 (그림 1)

에서처럼 플렌옵틱 영상정보는 3차원 공간상에서의  공

간정보 및 각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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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현실세계의 빛 재현이 가능하다. 

플렌옵틱의 3차원 공간상에서의 정보는 좌표계(θ, 

Φ, λ, t, x, y, z,)에 대한 세기(intensity)로 표현이 가

능하며, θ과 Φ는 빛의 방향, λ는 파장(컬러), t는 시

간 그리고 (x, y, z)은 관측자의 3차원 위치를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라이트필드 영상처리는 이러한 3차원 각 

점에서의 빛의 세기를 디지털화하여 수학적으로 해석하

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플렌옵틱 영상기술은 카메라 평면에 동

일한 간격으로 배치된 복수의 입력 카메라의 초점 평면

에서 생성된 플렌옵틱 정보를 디지털 광학적으로 처리

하는 것을 이른다. 이러한 플렌옵틱 정보는 카메라의 기

준점 좌표와 초점평면의 샘플링 위치좌표로 파라미터화

되어, 응용 영상처리에 있어서 입력영상을 기반으로, 시

점 변경 재초점 및 깊이감 조절기능 등을 부여할 수 있

다[(그림 2) 참조]. 하지만, 현재 상용화된 카메라의 하

드웨어 구조상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기능의 실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Ⅲ. 플렌옵틱 영상기술 국내외 동향 

1. 영상획득 기술동향 

기본적으로 플렌옵틱 카메라는 기존 카메라와 달리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광선의 방향, 빛 거리와 같은 

정보를 모두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영상을 촬영한 후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카메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리트로(Lytro)사에서 출

시한 ‘리트로일룸’이며,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 방향과 색, 밝기, 거리 등의 

정보를 기록하여 사진을 촬영한 후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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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트릭스사의 라이드필드 카메라는 대중적으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성능면에서 리트로 카메라와 

유사하며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그림 4) 참조]. 

리트로일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휴대성이 떨어

지는 단점이 있다.  

애플사는 아이폰에 촬영된 이미지의 초점을 다시 설

정할 수 있도록 특화된 기능을 지닌 카메라를 오래전부

터 구상해왔으며,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한계에 

이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 장악에 노력하

고 있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스탠포드대학은 카메라 어레이

를 구축해 플렌옵틱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3]. 이런 방법은 카메라의 종류와 배치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 플렌옵틱의 범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또한 고품질의 데이터까지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틀과 보드를 직접 개발해야 하므로 제작비용이 

높고 여러 대의 PC를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가 불편한 

단점이 있다.  

2. 영상처리 기술동향 

플렌옵틱 영상은 특성상 해상도 저하 및 에일리어싱

(aliasing)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초점 기술 및 초해상도(super-resolution) 기술

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워싱턴대학은 공동으로 영상의 깊

이에 따라 인터폴레이션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재초점하

는 뎁스스플레팅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4]. 

호주 시드니대학은 플렌옵틱 영상을 주파수도메인으

로 변환한 후, 필터링하여 좀 더 부드럽게 초점이 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5]. 

일반 이미지에 적용되는 초해상도 기술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분야이나, 플렌옵틱 영상에 대한 초해상도 

기술에 대한 연구는 아직 국내외적으로 활발하지 않다. 

이것은 플렌옵틱 영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량과 고려

해야될 파라미터가 많아 단순히 공간해상도를 증가시키

는 것 외에 처리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

련하여 미국 Rice대학과 독일의 Heidelberg대학에서 각

각 초해상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6], 스페인 ULL 

대학은 FPGA를 사용하여 초해상도 처리 속도를 높이는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7].  

3. 영상재생 기술동향 

플렌옵틱 영상을 시청할 때 눈의 초점거리와 수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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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불일치 때문에 눈의 피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

결하는 재생기술로는 집적영상 방식과 Head-Mounted 

Display(HMD) 방식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집적영상 방식은 수많은 렌즈들을 배열하여 만든 렌

즈 어레이로 공간에 광선들을 집적시켜 만들어지는 복

셀(voxel) 들의 조합으로 3차원 영상을 표시하게 된다. 

집적영상 방식은 눈의 초점-수렴거리가 일치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올바른 3차원 영상을 관찰할 수 있는 

시야각이 제한되어 있으며 영상해상도가 저하되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HMD방식은 안경형 디바이스 착용으로 플렌옵틱 영

상을 관찰 가능한 기술로 2013년 NVIDA의 Near-Eye 

Light Field Display(NELFD)를 시작으로 다수의 제품이 

발표되었다[(그림 6) 참조]. 

NELFD는 복잡한 HMD 구조를 단순화시켜 디스플

레이와 초박형 렌즈를 통해 이용자가 가상현실이나 증

강현실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1024

×720 해상도를 가진 두 개의 소니 Organic Lighting-

Emitting Diode(OLED) 이미지 센서와 초박형 렌즈를 

붙인 안경 형태의 디스플레이 구조이다. NELFD에도 

렌즈 어레이를 사용하고 있어 해상도 저하문제는 집적

영상 방식과 동일하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2015년 스탠포드대학이 발표한 Light-Field Stereo-

scope HMD(LFS HMD)는 NELFD를 보다 정교하고 실

용적으로 만든 디스플레이로써, 기존의 입체 영상기술

과 같은 시차에 의한 원근감뿐만 아니라 초점 거리 조정

을 통해서도 원근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

림 7) 참조]. HMD 구조는 약간의 틈새를 두고 두 장의 

액정 패널을 겹친 구조로 한 쌍의 디스플레이를 작동하

는 PCB를 두 개 탑재하고 있으며, 2개의 투명한 LCD 

스크린을 이용해 플렌옵틱을 형성한다.  

(그림 8)은 꽃과 배경의 건물로 초점을 이동시켰을 때

의 좌-우 영상을 나타내며, 꽃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는 

뒤의 건물이 흐릿하게 나타나며, 반대로 건물에 초점을 

맞추면 꽃이 흐릿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준다.  

두 방식을 비교해보면 NELFD는 해상도 146×78, 시

야각(Field of View: FOV)이 30°인 것에 비해 LFS-

HMD는 256×320 해상도에 100° 정도의 시야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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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NVIDA사의 NE-LFD는 2016년 GTC에서 후속 시제

품이 발표될 예정이다. 

Ⅳ. 플렌옵틱 영상처리 기술개발 이슈 

1. 플렌옵틱 영상 획득 및 저장 기술 

가. 플렌옵틱 영상 획득 기술 

플렌옵틱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

일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각도에서 입사된 

빛의 정보를 분리하여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그

림 9)는 이러한 플렌옵틱 영상획득 체계의 개념도를 나

타낸다. 그림과 같이 각도별로 분리하여 획득한 물체의 

빛 정보를 이용하여, 사후에 임의의 시점이나 초점위치

에서 보이게 되는 상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위치와 각도별로 빛의 정보를 분리, 획득하는 플

렌옵틱 영상획득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마이크로렌즈 어

레이 기반의 방식과 카메라 어레이 기반의 방식이 있다.  

(그림 10)에서와 같이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방식은 카

메라의 포토센서와 밀착한 위치에 매우 작은 렌즈가 집

합적으로 모여 있는 렌즈 어레이 필름을 추가하여, 서로 

다른 각도에서 입사된 빛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획득하

는 플렌옵틱 영상획득 방식이다.  

또한, 카메라 내부에 위치한 센서를 사용하게 되므로 

획득된 플렌옵틱 영상의 픽셀값들이 동일한 광학계와 

센서를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 각도에

서 획득한 영상을 동시에 처리하는 알고리즘에서 필수

처리 부분인 위치보정과 카메라 특성차이 보정작업이 

필요없어진다. 그러나 기존의 단초점 방식 렌즈에서 사

용되는 센서 해상도를 각해상도 구분을 위한 용도로 재

배분하여 사용하므로 최종적으로 획득되는 영상의 해상

도가 크게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카메라 어레이 기반 방식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입사

된 광학정보를 독립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구분된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활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이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카메라 어레이 기반 방식은 각 

시점에 해당하는 영상들이 독립적인 고해상도를 지니므

로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방식과는 다르게 일반 영상과 

동일한 수준의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카메라 어레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카메라가 각자 독립적인 렌즈특성과 센서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이들의 차이로 인한 편차가 있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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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얻을 수 밖에 없으며 플렌옵틱 영상처리 알고리즘

의 수행을 위해 이들 영상 간 위치보정과 카메라 특성보

정을 위한 추가적인 고정밀 영상처리 단계를 거쳐야 되

는 단점이 있다.  

나. 플렌옵틱 영상 저장 기술 

플렌옵틱 영상은 각 위치별 픽셀에 대해 추가적으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들어온 영상정보를 가지므로 기존 

단초점 기반 영상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0배 이상의 데

이터 용량을 지닌다. 따라서 플렌옵틱 영상데이터를 콘

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용량 영상데이터를 압축하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플렌옵틱 영상 압축 기술은 영상획득 방

식에 따라 시스템에 의존적인 각각 다른 압축 방식을 선

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정지영상에 대한 압축/

저장 방식에 국한되어 있다. 정지영상 저장의 경우 사용

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 손실압축 또는 무손

실압축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기존 ISO/IEC의 

JPEG 및 PNG 압축기법 등을 차용하고 있다.  

또한, ISO/IEC MPEG에서는 다양한 시점을 가지는 

자유시점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를 Free-

Viewpoint Television(FTV)의 명칭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동영상 서비스까지 가능한 플렌옵틱 영상 저장기

술의 개발 및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다.  

 

- 매우 넓은 뷰 영역(view range) 지원 

- 수평 및 수직방향에 대한 패럴랙스 지원 

- 인접한 뷰와 동영상 패럴렉스에 대한 부드러운 

천이(transition) 가능 

- 시각적 피로감 완화 

 

플렌옵틱의 특성을 가지는 자유시점 영상을 저장하고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논의가 

최근 시작되었다. ISO/IEC MPEG에서는 플렌옵틱 데

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 추진을 위한 Ad-

Hoc 미팅이 2016년 2월 개최되어, 플렌옵틱 영상의 표

준화 기술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2. 플렌옵틱 영상처리 알고리즘 

가. 플렌옵틱 영상 가시화 기술 

플렌옵틱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영상이 기존 카메라에

서 획득된 영상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별성을 갖는 부분

은 가시화이다. 기존 카메라에서 획득된 영상은 화면에 

출력하여 사용자가 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플렌옵

틱 카메라에서 획득된 영상은 사용자가 원하는 초점과 

시점의 영상을 선택하여 볼 수 있다. 즉, 기존 영상 가시

화는 사용자의 인터랙션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에, 플렌

옵틱 영상에서는 허용된다.  

플렌옵틱 영상 가시화 기술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

치에 초점을 맞추는 재초점 기술은 실생활에서 많이 사

용될 수 있다. 실제로 사진을 촬영할 때 초점이 맞지 않

아서 버려지는 영상이 많은데, 플렌옵틱 카메라를 사용

하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

므로 비초점 때문에 버려지는 영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재초점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하는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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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는 것 외에 모든 위치에 초점이 잘 맞는 올

인포커스(all-in-focus) 영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림 12)는 재초점 및 올인포커스 영상의 예시이다. 플

렌옵틱 영상의 시점이동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원

하는 시점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점이동 

영상은 부조리개(sub-aperture) 영상을 통하여 획득된

다. 부조리개 영상이란 가상적으로 임의의 개수만큼의 

조리개가 카메라 메인렌즈 전반에 걸쳐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면, 각 조리개를 통하여 획득되는 영상이 서로다

른 시점의 영상이다. (그림 13)은 메인렌즈에 획득된 부

조리개 영상[(그림 13a) 참조]과 부조리개 영상들 중에

서 임의로 선택한 두 개의 부조리개 영상[(그림 13b, c) 

참조]을 나타낸다.  

나. 플렌옵틱 영상처리 기술 

플렌옵틱 영상은 기존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영상저

작과는 다르게 깊이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재초점 과정

과 연결된 플렌옵틱 영상에서 깊이정보 획득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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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우선, 플렌옵틱 영상 재초점 기술을 이용하여 다

양한 초점위치에서의 영상을 생성한다. 이를 초점스택

(focal stack)이라 부른다. 깊이맵의 각 픽셀(x, y)에 대

하여 초점스택 내 초점영상(focal image)의 픽셀(x, y)에 

대한 초점값(focus)을 획득한다. 이때 각 픽셀의 초점값

은 주변 픽셀들과의 대비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초점

스택 내에서 최고의 초점값을 지닌 초점영상을 선택하

고 이 때 초점위치를 해당 픽셀의 깊이로 정의한다. (그

림 14)는 플렌옵틱 영상으로부터 재초점 과정을 통하여 

초점스택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한 깊이맵을 계산하는 과

정을 나타낸다. 

또한, 플렌옵틱 영상에서는 깊이맵을 이용하여 좀더 

정확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분할할 수 있다. 영상

에서의 객체분할은 컴퓨터 비전이나 영상처리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기술이다. 기존 영상에서는, 특정 

객체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영상 내에서 서로 모양이 비

슷하거나 동일한 객체들로 인해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깊이정보를 활용하면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그림 15)는 깊이정보를 이용하여 플렌옵틱 

영상에서 객체분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 플렌옵틱 영상 응용 기술 

기존의 플렌옵틱 영상 관련 연구는 영상장비 캘리브

레이션, 영상획득, 재초점, 시점이동, 깊이정보 추출 등 

주로 플렌옵틱 영상 데이터 획득 및 기본 요소기술 개발

에 집중되어 왔다. 획득한 플렌옵틱 영상 데이터는 일반 

영상 데이터와 비교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객체 검출, 객체 분리, 객체 추적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

야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실제로는, 주로 플렌옵틱 동영상(light field video) 데

이터로부터의 변화 검출(change detection), 2차원 객체 

정위(object location) 및 3차원 위치 추적(object tracking)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동영상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핵심은 움직이는 객체

의 변화를 검출하는 것이다. 변화 검출을 위해서는 배경

영역과 객체영역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서 배경을 구성하는 객체들의 움직임에 의해 오류가 발

생하게 되는데[(그림 16) 참조], 플렌옵틱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화 검출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방법을 활용하게되면 플렌

옵틱 영상정보가 제공하는 재초점 기능을 이용하여 영

상내의 객체들을 초점에 따라 분리함으로 배경과 객체

를 분리한다[14].  

동영상 내의 각 영상 프레임에서 특정 객체의 위치를 

검출하는 2차원 객체 정위 기술개발에 플렌옵틱 영상정

보를 이용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객체 정위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체의 회전에 따라 객체의 형태가 

프레임마다 달라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검출하고자 하는 객체의 3차원 모델을 구축하고, 해

당 3차원 모델의 각 시점으로부터 보여지는 2차원 정보

를 합성한 후 객체 정위를 위한 원본 영상의 객체와 비

교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플렌옵틱 영상으로부터 3차

원 모델을 구축하여 객체 정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

다. (그림 17)은 객체 정위를 위한 원본 영상과 플렌옵

틱 영상으로부터 구축한 3차원 모델로부터 생성된 합성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15][16].  

플렌옵틱 영상정보로부터 획득한 영상 내의 깊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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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차원 객체 추적에도 이용된다. 3차원 객체 추적은 

동영상 데이터로부터 특정 객체의 3차원 공간상의 위치

를 추적하는 것으로써 풀렌옵틱 영상에서 추출된 깊이

정보를 활용한다. (그림 18)은 깊이정보를 적용한 물체 

추적 시스템의 실행 예를 보여준다[1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렌옵틱 영상정보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진행되고 있다. 즉, 플

렌옵틱 영상정보를 직접활용하는 저작을 위한 소프트웨

어 도구의 개발, 자동 객체 추적을 통한 특정 객체의 자

동 리포커싱 기술, 유체 움직임 분석을 위한 3차원 정보 

획득 기술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Ⅴ. 플렌옵틱 영상 서비스 

플렌옵틱 기술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기

반 기술로써, 기존 단일초점 영상 기반 서비스의 공간 

내 영상정보를 확장하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 창출이 가

능하다. 예를 들어, 플렌옵틱 영상의 특징인 재초점 기

능, 시점이동 기능, 그리고 실외환경에서의 깊이값 계산 

기능에 따라, (그림 19)과 같이 새로운 신규 서비스 창

출이 가능하다. 

우선, CCTV 동영상 촬영 후, 사용자가 동영상에 대한 

초점 조정을 통해 특정 객체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서

비스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시청각도 및 시점수에 구

애 받지 않는 임의의 시점 디스플레이에 대한 콘텐츠 생

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실내외에서의 자유로운 깊

이정보 획득 및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실외 환경에서 획

득된 객체에 대한 3D 프린팅 서비스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플렌옵틱 기술은 공간 내 영상처리를 필

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기반 기

술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성이 매우 높아 연계 산

업의 파급효과와 원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카메라 모듈 및 영상처리 관련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실

외 입체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므로, 보안, 국방, 스마트 

카드 등의 분야에서 기존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신규 서

비스 도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플렌옵틱 영상기술이 현미경과 같은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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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케일, 스마트 다바이스 및 DSLR과 같은 라이프

스케일을 비롯하여 천문 망원경과 같은 매크로스케일 

등과 같은 모든 응용에 적용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 디

바이스상에서 촬영한 영상을 단순하고 직관적인 기능으

로 즉시적인 수정, 편집, SNS상에서 온라인으로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행동양식을 보이는 최근의 프로슈머

의 형태를 볼 때, 디바이스의 스케일 및 형태와 상관없

이 3D 입체영상 콘텐츠를 촬영, 수정,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될 시, <표 1>과 같이 스마트 디바이스 상에

서의 무궁무진한 응용 서비스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Ⅵ. 결론 

최근 방향정보 및 깊이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신차

원의 3차원 영상기술인 플렌옵틱 영상기술이 대두되고 

있다. 방향 및 깊이정보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플렌옵틱

을 기반으로 하기에, 기존 3차원 영상기술 보다 더욱 자

연스러운 3차원 객체 표현에 적합한 기술이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플렌옵틱 영상입력 및 출력장치 

기술의 한계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대한 이슈 등으로 

인해, 향후 심도있는 추가 연구개발과 실용성 있는 응용 

서비스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플렌옵틱 기술을 방향정보 및 깊이정보 

처리 관점에서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술개발 현황을 파

악하였다. 특별히, 플렌옵틱 영상획득, 처리, 재생 측면

에서 관련 기술개발의 현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향 후 

지향해야 될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탐구를 해 보았으며, 

나아가 기존 영상기술과는 다른 플렌옵틱 영상의 특성

을 반영한 유망 응용 기술 발굴을 통하여 신 서비스 분

야 개척을 시도하였다. 

현재, 국내의 플렌옵틱 영상처리 기술개발은 한국전

자통신연구원, 대학교 등에서 기초 및 원천핵심연구개

발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플렌옵틱 영상기술이 기존 스마트폰 상에서의 신규 

영상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향 후 활용성은 더욱 극대화

될 것이다. 향 후 수년 내로 스마트 디바이스 및 노트북

에 플렌옵틱 카메라 센서모듈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

고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컬러 카메라 기반의 영상처리 

기술은 대부분 플렌옵틱 영상처리 기술로 모두 대치됨

에 따라, 기존의 영상 관련 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는 모

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약어 정리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CMOS Compli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DSLR Digital Single-Lens Reflex Camera 

FOV Field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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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V Free-Viewpoint Television 

HMD Head-Mounted Display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LFS HMD Light- Field Stereoscope HMD 

MPEG Motion Picture Experts Group 

NELFD Near-Eye Light Field Display 

OLED Organic Lighting-Emitting Diode 

PNG Portable Network Graphics 

RGB Red, Blue,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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