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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구조화 조명 및 비행 시간을 사용한 깊이 맵핑

(57) 요 약
깊이 카메라 어셈블리(DCA)는 DCA의 시야 내에 있는 로컬 영역에서의 객체와 DCA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DCA는
로컬 영역으로 시간 캐리어 신호로 변조된 알려진 공간 패턴을 투영하는 조명원을 포함한다. 이미징 장치는 로컬
영역으로 투영된 변조 패턴을 캡처한다. 이미징 장치는 상이한 시간에 광을 캡처하도록 각각 활성화되는 상이한
(뒷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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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 그룹들을 포함하는 감지기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이한 픽셀 그룹들은 로컬 영역으로부터 시간 변조된 패턴
의 상이한 위상을 캡처한다. DCA는 상이한 픽셀 그룹들에 의해 캡처된 위상으로부터 이미징 장치에 의해 조명원
으로부터의 광이 캡처되고 반사되는 시간을 결정하고, 이미징 장치에 의해 캡처되는 공간 패턴의 변형에 기반하
여 DCA와 로컬 영역 내의 객체들 사이의 거리를 또한, 결정한다.
(52) CPC특허분류
G06T 19/006 (2013.01)
H04N 13/0246 (2013.01)
G02B 2027/0138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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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광 방출기에 결합된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조명원;
변조된 구조화 광 패턴을 캡처하도록 구성된 이미징 장치; 및
이미징 장치에 결합된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컨트롤러는:
광 패턴의 강도가 캐리어 신호에 기반하여 시간에 걸쳐 변화하도록 캐리어 신호에 의해 광 방출기가 방
출한 광을 변조하도록 구성되고, 광 방출기는 캐리어 신호에 의해 변조된 구조화 광 패턴을 방출하도록 구성되
며,
상기 이미징 장치는:
각각 하나 이상의 픽셀을 포함하는 복수의 픽셀 그룹을 포함하는 감지기를 포함하며, 각 픽셀 그룹은
픽셀 그룹이 언제 광을 캡처할지를 결정하는 컨트롤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되고, 컨트롤 신호는 픽셀 그룹들이
다른 픽셀 그룹들에 대하여 상이한 시간에 광을 캡처하도록 야기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감지기 내 상이한 픽셀 그룹들에 의해 수신된 광의 강도에 기반하여 캐리어 신호의 위상을 결정하고,
구조화 광의 변조된 패턴이 로컬 영역 내 하나 이상의 객체로부터 반사되고 캐리어 신호의 결정된 위상
에 기반하여 감지기에 의해 캡처되는 시간을 결정하며,
결정된 시간으로부터 감지기에서 로컬 영역 내 하나 이상의 객체로의 거리를 결정하고, 및
상이한 시간에 감지기 내 각 픽셀 그룹에 의해 캡처된 광으로부터 구조화 광의 패턴을 포함하는 프레임
을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픽셀 그룹은 픽셀 그룹에 의해 수신된 컨트롤 신호가 값을 가질 때 광을 캡처하고, 픽셀 그룹에 의해 수신된 컨
트롤 신호가 대안의 값을 가질 때 광을 캡처하지 않도록 구성되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이한 픽셀 그룹들에 의해 수신된 컨트롤 신호는 상이한 시간에 상기 값을 가지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
득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이한 시간에 인접한 픽셀 그룹들에 의해 수신된 컨트롤 신호는 픽셀 그룹에 의해 캡처된 광이 픽셀 그룹에 인
접한 다른 픽셀 그룹들에 의해 캡처된 광에 대하여 특정 위상 쉬프트를 가지도록 야기하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
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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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특정 위상 쉬프트는 90도의 위상 쉬프트인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픽셀 그룹에 의해 수신된 컨트롤 신호는 특정 시간에 상기 값을 가지고, 다른 픽셀 그룹들에 의해 수신된 컨트
롤 신호는 특정 시간에 상기 대안의 값을 가지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픽셀 그룹에 의해 수신된 컨트롤 신호는 특정 시간에 상기 값을 가지고, 픽셀 그룹에 인접한 각 픽셀 그룹에 의
해 수신된 컨트롤 신호는 특정 시간에 상기 대안의 값을 가지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감지기 내 상이한 픽셀 그룹들에 의해 수신된 광의 강도에 기반하여 캐리어 신호의 위상을 결정하는 것은:
픽셀 그룹에 의해 캡처된 광의 강도와 픽셀 그룹에 인접한 다른 픽셀 그룹에 의해 캡처된 광의 강도 사이의 차
이를 결정하는 것;
대안의 픽셀 그룹에 의해 캡처된 광의 강도와 대안의 픽셀 그룹에 인접한 추가 픽셀 그룹에 의해 캡처된 광의
강도 사이의 추가 차이를 결정하는 것; 및
추가 차이에 대한 차이의 비율에 기반하여 캐리어 신호의 위상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대안의 픽셀 그룹과 추가 픽셀 그룹은 픽셀 그룹에 인접한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추가 차이에 대한 차이의 비율에 기반하여 캐리어 신호의 위상을 결정하는 것은:
추가 차이에 대한 차이의 역탄젠트로 캐리어 신호의 위상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감지기 내 포함된 복수의 픽셀 그룹은 반복되는 패턴으로 정렬되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
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반복되는 패턴은 2 x 2 그리드를 포함하고, 2 x 2 그리드 내 각 픽셀 그룹은 2 x 2 그리드 내 다른 픽셀 그룹에
의해 캡처된 광에 대하여 90도의 위상 쉬프트를 가지는 광을 캡처하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캐리어 신호는 사인파를 포함하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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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캐리어 신호는 구형파를 포함하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4
광 방출기에 결합된 컨트롤러에 의해, 구조화 광의 패턴의 강도가 캐리어 신호에 기반하여 시간에 걸쳐 변화하
도록 캐리어 신호에 의해 구조화 광의 패턴을 변조하는 단계;
광 방출기에 의해, 로컬 영역 내로 구조화 광의 변조된 패턴을 방출하는 단계;
이미징 장치의 감지기 내 복수의 픽셀 그룹들에 의해, 구조화 광의 변조된 패턴을 캡처하는 단계;
프로세서에 의해, 감지기 내 상이한 픽셀 그룹들에 의해 수신된 광의 강도에 기반하여 캐리어 신호의 위상을 결
정하는 단계;
프로세서에 의해, 구조화 광의 변조된 패턴이 로컬 영역 내 하나 이상의 객체로부터 반사되고 캐리어 신호의 결
정된 위상에 기반하여 감지기에 의해 캡처되는 시간을 결정하는 단계;
프로세서에 의해, 결정된 시간으로부터 감지기에서 로컬 영역 내 하나 이상의 객체로의 거리를 결정하는 단계;
및
프로세서에 의해, 상이한 시간에 감지기 내 각 픽셀 그룹에 의해 캡처된 광으로부터 구조화 광의 패턴을 포함하
는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각 픽셀 그룹은 다른 픽셀 그룹들과는 상이한 시간에 광을 캡처하도록 구성되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
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감지기 내 복수의 픽셀 그룹들에 의해, 구조화 광의 변조된 패턴을 캡처하는 단계는:
이미징 장치에 의해, 상이한 시간에 상이한 픽셀 그룹들을 사용하여 광을 캡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로컬 영역
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이한 시간에 상이한 픽셀 그룹들을 사용하여 광을 캡처하는 단계는:
이미징 장치에 의해, 픽셀 그룹에 의해 캡처된 광이 픽셀 그룹에 인접한 다른 픽셀 그룹들에 의해 캡처된 광에
대하여 특정 위상 쉬프트를 가지도록 상이한 픽셀 그룹을 사용하여 광을 캡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특정 위상 쉬프트는 90도의 위상 쉬프트를 포함하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프로세서에 의해, 감지기 내 상이한 픽셀 그룹들에 의해 수신된 광의 강도에 기반하여 캐리어 신호의 위상을 결
정하는 단계는:
프로세서에 의해, 감지기 내 픽셀 그룹에 의해 캡처된 광의 강도와 픽셀 그룹에 인접한 픽셀 그룹 중 다른 픽셀
그룹에 의해 캡처된 광의 강도 사이의 차이를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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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에 의해, 감지기 내 대안의 픽셀 그룹에 의해 캡처된 광의 강도와 감지기 내 대안의 픽셀 그룹에 인접
한 추가 픽셀 그룹에 의해 캡처된 광의 강도 사이의 추가 차이를 결정하는 단계; 및
프로세서에 의해, 추가 차이에 대한 차이의 비율에 기반하여 캐리어 신호의 위상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대안의 픽셀 그룹과 추가 픽셀 그룹은 픽셀 그룹에 인접한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프로세서에 의해, 추가 차이에 대한 차이의 비율에 기반하여 캐리어 신호의 위상을 결정하는 단계는:
프로세서에 의해, 추가 차이에 대한 차이의 역탄젠트로 캐리어 신호의 위상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0
조명원; 및
변조된 구조화 광 패턴을 캡처하도록 구성된 이미징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조명원은:
구조화 광 패턴의 강도가 캐리어 신호에 기반하여 시간에 걸쳐 변화하도록 캐리어 신호에 의해 구조화
광 패턴을 변조하고; 및
변조된 구조화 광 패턴을 방출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이미징 장치는:
각각 하나 이상의 픽셀을 포함하는 복수의 픽셀 그룹을 포함하는 감지기를 포함하며, 각 픽셀 그룹은
다수의 전하 저장 영역들을 포함하고, 감지기는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에 기반하여 픽셀 그룹 내에 포함
된 전하 저장 영역들 중 하나에 픽셀 그룹에 의해 캡처된 광으로부터 전하를 축적하도록 구성되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각 픽셀 그룹은 캐리어 신호에 기반하여 변화되는 픽셀 그룹 내에 포함된 저장 영역에 축적된 전하와 광을 동시
에 캡처하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각 픽셀 그룹은 100 퍼센트 듀티 사이클까지 광을 캡처하도록 구성되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이미징 장치에 결합된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감지기 내 상이한 픽셀 그룹들에 의해 수신된 광의 강도에 기반하여 캐리어 신호의 위상을 결정하고,
구조화 광의 변조된 패턴이 로컬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객체로부터 반사되고 캐리어 신호의 결정된 위
상에 기반하여 감지기에 의해 캡처되는 시간을 결정하며,
결정된 시간으로부터 감지기에서 로컬 영역 내 하나 이상의 객체로의 거리를 결정하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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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시간에 감지기 내 각 픽셀 그룹에 의해 캡처된 광으로부터 구조화 광의 패턴을 포함하는 프레임
을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명세서는 일반적으로 가상 또는 증강 현실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
를 획득하는 가상 현실 시스템을 위한 헤드셋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가상 현실(VR) 시스템 또는 증강 현실(AR) 시스템은 3차원(3D)에서 사용자를 둘러싸는 환경의 캡처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깊이 카메라 이미징 구조는 비교적 대형이고, 무거우며, 상당한 양의 전력을 소비한다.
장면의 3D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예시적이고 일반적인 깊이 카메라 이미징 구조는: 비행 시간(직접-감지 펄스
및 인코딩된 파형 모두), 구조화 광(SL) 및 스테레오 비전을 포함한다. 상이한 깊이 카메라 이미징 구조는 상이
한 강점 및 약점을 제공하며, 따라서 특정 깊이 카메라 이미징 구조는 상이한 동작 조건에서 다른 것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스테레오 비전 구조는 주변 조명과 잘 동작할 수 있는 한편, 활성 조명원
을 갖는 비행 시간 구조는 주변 조명으로부터의 신호-대-노이즈 비율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손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래의 깊이 카메라 이미징 구조의 상대적으로 큰 크기로 인하여, 깊이 카메라를 포함하는 다수
의 시스템은 특정 사용 케이스를 위해 구성된 단일 타입의 깊이 카메라 이미징 구조를 전형적으로 사용한다. 헤
드-마운트 시스템이 다양한 동작 조건 및 환경에서 더 넓은 범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점점 더 증가되어 사용됨
에 따라 헤드-마운트 시스템과 사용자를 둘러싸는 영역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단일 깊이 카메라 이미징
구조를 선택하는 것은 헤드-마운트 시스템과의 사용자 경험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3]

본 발명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4]

가상 현실(VR) 시스템 또는 증강 현실(AR) 시스템 환경에서의 헤드셋은 헤드셋 내에 포함된 이미징 장치의 시야
내에 있고 헤드셋을 둘러싸는 영역(즉, "로컬 영역")에서의 헤드셋과 하나 이상의 객체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도
록 구성되는 깊이 카메라 어셈블리(DCA)를 포함한다. DCA는 이미징 장치, 가령 카메라 및 특정된 패턴, 가령 대
칭 또는 유사-랜덤 도트, 그리드, 또는 수평 바를 장면 상에 방출하도록 구성되는 조명원을 포함한다. 예컨대,
조명원은 로컬 영역 상에 그리드 또는 일련의 수평바를 방출한다. 로컬 영역에서 표면 상에 투영될 때 패턴의
변형에 기반하여, DCA는 표면들과 헤드셋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는데 삼각측량을 이용할 수 있다.

[0005]

로컬 영역 상에 방출되는 특정된 패턴의 제어에 추가로 DCA는 또한, 패턴에 시변 강도를 임베드할 수 있다. 조
명원으로부터 방출되는 광이 로컬 영역에서 객체들로부터 다시 이미징 장치로 반사되는 순 왕복 시간을 기술하
는 정보("비행 정보 시간")를 캡처하여, DCA는 헤드셋의 로컬 영역의 깊이 정보를 캡처하기 위한 추가 메커니즘
을 가진다. 이미징 장치에 의해 캡처될 방출된 광에 대한 시간에 기반하여, DCA는 조명원으로부터의 광을 반사
하는 로컬 영역에서의 객체들과 DCA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예컨대, DCA는 DCA 내에 포함된 이미징 장치에 의
해 캡처될 방출된 광에 대해 대략 이(2) 나노초 당 DCA와 로컬 영역에서의 객체 사이의 거리의 피트를
결정한다. 구조화 광 정보뿐만 아니라 비행 정보의 시간을 캡처하기 위해 조명원은 특정 주파수, 가령 30MHz를
갖는 시간 캐리어 신호로 조명원에 의해 방출된 패턴의 시간 및 공간 강도를 변조한다.

[0006]

이미징 장치는 공간 및 시간 프로필에 의해 규정되는 조명원에 의해 방출된 광을 포함하는 로컬 영역으로부터의
광을 캡처한다. 로컬 영역에서 객체에 의해 반사된 조명원으로부터의 비행 시간 정보를 결정하기 위해 이미징
장치는 픽셀 그룹들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감지기를 포함한다. 각 픽셀 그룹은 하나 이상의 픽셀을 포함할 수 있
고, 상이한 픽셀 그룹들은 방출된 패턴을 변조하기 위해 조명원에 의해 사용되는 캐리어 신호의 위상에 대한 적
분 시간에서의 상이한 위상 쉬프트와 연관된다. 감지기 내의 상이한 픽셀 그룹들은 상이한 컨트롤 신호를 수신
하고 따라서, 상이한 픽셀 그룹들은 컨트롤 신호에 의해 명시된 상이한 시간들에서 광을 캡처한다. 이는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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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상이한 픽셀 그룹들이 변조된 패턴의 상이한 위상을 캡처하도록 허용한다. 예컨대, 서로에 대해 가장 가까
운 4개의 픽셀 그룹들은 4개의 픽셀 그룹들 각각이 상이한 시간들에서 광을 캡처하도록 야기하는 상이한 컨트롤
신호를 수신하며, 따라서 4개의 픽셀 그룹들 각각에 의해 캡처된 광은 4개의 픽셀 그룹들에서 다른 픽셀 그룹들
에 의해 캡처된 광에 대하여 구십(90) 도의 위상 쉬프트를 가진다. DCA는 객체 위치에 대해 캐리어 신호의 순
위상 또는 각도를 도출하기 위해 4개의 픽셀 그룹들 사이의 상대적인 신호를 비교하고, 이는 상대적인 시야에
기반하여 감지기에 걸쳐 다양할 것이다. 도출된 순수 위상 또는 각도는 감지기에서 상이한 픽셀 그룹들에 의해
캡처된 광의 신호 차이에 기반한다. 임의의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DCA는 상대 신호에서의 시간적 오프셋을
보상하여 로컬 영역 상으로 방출된 구조화된 패턴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예컨대, DCA는 상대적인 픽셀 별 방사
도를 스케일링하도록 상대적인 신호의 위상 각도를 반전시키거나, 시간적 바이어스를 제거하기 위해 이웃하는
픽셀들로부터의 상대적인 신호를 가산하거나, 또는 감지기에서 상이한 픽셀들로부터 도출된 순수 위상 또는 각
도에서의 오프셋 및 상대적인 신호의 시간적 오프셋에 기반하여 다른 적절한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상대적인 신
호에서의 시간적 오프셋을 보상한다. 따라서, DCA에서 이미징 장치에 의해 캡처된 프레임은 구조화 광(즉,
공간) 데이터 및 비행 시간(즉, 시간적) 데이터를 캡처하여 DCA에 의한 로컬 영역에 대한 깊이 정보의 전반적인
추정을 향상시킨다. 구조화 광 데이터와 비행 시간 데이터는 DCA에 대하여 로컬 영역의 상대적인 깊이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프레임에서의 구조화 광 데이터 및 비행 시간 데이터를 캡처하는 것은 DCA에 의한 깊
이 추정의 정확도, 정밀도 및 견고성을 향상시킨다. 단일 프레임에서 구조화 광 및 비행 시간 데이터를 캡처하
는 것은 또한, 이동 또는 움직임 분산에 대한 DCA의 민감도를 감소시켜서, DCA가 단일 감지기를 사용하여 비행
시간 데이터와 구조화 광 데이터 모두의 상대적인 강도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여서 더 작고, 가볍고 비용에 있어
효율적인 DCA 구현을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0007]

본 발명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8]

도 1은 일실시예에 따른 가상 현실 시스템을 포함하는 시스템 환경의 블록도이다.
도 2는 일실시예에 따른 가상 현실 헤드셋의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일실시예에 따른 가상 현실 헤드셋의 전면 강체의 단면도이다.
도 4a는 일실시예에 따른 가상 현실 헤드셋 내에 포함된 깊이 카메라 어셈블리의 이미징 장치 내에 포함된 감지
기의 예시이다.
도 4b는 일실시예에 따른 도 4a에 도시된 예시적인 감지기 적분 타이밍을 동작시키는 컨트롤 신호의 예시이다.
도 4c는 일실시예에 따른 정현파 캐리어 파동에 대하여 도 4a에 도시된 예시적인 감지기에서의 상이한 픽셀 그
룹들에 의한 광의 캡처의 예시이다.
도 4d는 일실시예에 따른 가상 현실 헤드셋에 포함된 깊이 카메라 어셈블리의 이미징 장치 내에 포함된 감지기
의 다른 예시이다.
도 5a는 일실시예에 따른 로컬 영역 상으로 구조화 광 패턴을 투영하는 조명원 및 이미징 장치의 예시적인 배치
를 도시한다.
도 5b는 일실시예에 따른 로컬 영역 상으로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모두 변조된 구조화 광 패턴을 투영하는 조명
원 및 이미징 장치의 예시적인 배치를 도시한다.
도면들은 단지 예로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을 도시한다. 통상의 기술자는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본 명세서
에 도시되는 구조 및 방법의 대안적 실시예가 본 명세서에 기술되는 개시내용의 원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이용
되거나 그 이점이 권유될 수 있음을 쉽게 인식할 것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9]

시스템 개요

[0010]

도 1은 VR 콘솔(110)이 동작하는 가상 현실(VR) 시스템 환경(100)의 일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1은 예시적인
목적을 위해 VR 시스템 환경을 도시하는 한편, 본 명세서에 설명되는 컴포넌트 및 기능은 또한, 다양한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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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증강 현실(AR) 시스템 내에 포함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VR 시스템 환경(100)은
또한,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가상 현실 시스템 환경을 포함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되는 VR 시스템 환경(100)은 VR 콘솔(110)에 각각 결합되는 VR 헤드셋(105) 및 VR 입력/출력
(I/O) 인터페이스(115)를 포함한다. 도 1은 하나의 VR 헤드셋(105) 및 하나의 VR I/O 인터페이스(115)를 포함하
는 예시적인 시스템(100)을 도시하지만, 다른 실시예에서 임의의 개수의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VR 시스템 환경
(100)에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VR 콘솔(110)과 통신하는 VR I/O 인터페이스(115) 및 각각의 VR 헤드셋(10
5)을 가지는 각각 연관된 VR I/O 인터페이스(115)를 가지는 다수의 VR 헤드셋(105)이 있을 수 있다. 대안적 구
성으로, 상이한 컴포넌트 및/또는 추가 컴포넌트가 VR 시스템 환경(100)에 포함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도 1에
도시되는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와 함께 설명된 기능은 일부 실시예에서 도 1과 함께 설명된 것과는 상이한 방식
으로 컴포넌트들 사이에 분산될 수 있다. 예컨대, VR 콘솔(110)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는 VR 헤드셋(105)에
의해 제공된다.
[0011]

VR 헤드셋(105)은 컴퓨터-생성된 요소(예컨대, 2차원(2D) 또는 3차원(3D) 이미지, 2D 또는 3D 비디오, 사운드
등)를 갖는 물리적인, 실제 세계의 환경의 증강된 뷰를 포함하는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헤드-마운트 디
스플레이이다. 일부 실시예로, 제시되는 컨텐츠는 VR 헤드셋(105), VR 콘솔(110) 또는 둘 모두로부터 오디오 정
보를 수신하고, 오디오 정보에 기반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제시하는 외부 장치(예컨대, 스피커 및/또는 헤드폰)
를 통해 제시되는 오디오를 포함한다. VR 헤드셋(105)의 실시예는 도 2 및 3과 함께 아래에서 더 기술된다. VR
헤드셋(105)은 서로 함께 강성으로 또는 비-강성으로 결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강체를 포함할 수 있다. 강체
사이의 강성 결합은 결합된 강체가 단일 강성 엔티티로 역할을 하도록 한다. 대조적으로, 강체 사이의 비-강성
결합은 강체가 서로에 상대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0012]

VR 헤드셋(105)은 DCA(120), 전자 디스플레이(125), 광학 블록(130), 하나 이상의 위치 센서(135) 및 관성 측
정 유닛(IMU, 140)을 포함한다. VR 헤드셋(105)의 일부 실시예는 도 1과 함께 설명된 것들과 상이한 컴포넌트를
가진다. 추가로, 도 1과 함께 설명된 다양한 컴포넌트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은 다른 실시예들에서 VR 헤드셋
(105)의 컴포넌트들 사이에 상이하게 분산될 수 있다.

[0013]

DCA(120)는 VR 헤드셋(105)을 둘러쌓는 영역의 깊이 정보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캡처한다. DCA(120)의 일부 실시
예는 하나 이상의 이미징 장치(예컨대,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및 구조화 광(SL) 패턴을 방출하도록 구성된 조
명원을 포함한다. 아래에서 더 논의되는 바와 같이, 구조화 광은 장면 상에 대칭 또는 유사-랜덤 그리드 또는
수평 바와 같은 명시된 패턴을 투영한다. 예컨대, 조명원은 VR 헤드셋(105)을 둘러싸는 환경 상에 그리드 또는
일련의 수평바를 방출한다. 삼각측량 또는 표면 상에 투영될 때 패턴의 인식된 변형에 기반하여, 장면 내의 객
체의 깊이 및 표면 정보가 결정된다.

[0014]

VR 헤드셋(105)을 둘러싸는 영역의 깊이 정보를 더 잘 캡처하기 위해, DCA(120)는 또한, 조명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이 VR 헤드셋(105)을 둘러싸는 영역에서 객체들로부터 다시 하나 이상의 이미징 장치로 반사되는 시간을 기술
하는 비행 시간 정보를 캡처한다. 다양한 구현에서 DCA(120)는 구조화 광 정보와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비행
시간 정보를 캡처한다. 하나 이상의 이미징 장치에 의해 방출된 광이 캡처되는 시간에 기반하여, DCA(120)는 조
명원으로부터 광을 반사하는 VR 헤드셋(105)을 둘러싸는 영역 내의 객체와 DCA(120)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구조화 광 정보뿐만 아니라 비행 정보의 시간을 캡처하기 위해, 조명원은 특정 주파수, 가령 30MHz(다양한 실시
예에서, 주파수는 5MHz와 5GHz 사이의 주파수 범위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를 갖는 캐리어 신호로 방출된 SL 패
턴을 변조한다.

[0015]

이미징 장치는 광의 파장의 특정 범위(즉, 광의 "밴드")를 캡처하고 기록한다. 이미징 장치에 의해 캡처되는 광
의 예시적인 밴드는: 가시 밴드(~380 nm 내지 750 nm), 적외선(IR) 밴드(~750 nm 내지 2200 nm), 자외선 밴드
(100 nm 내지 380 nm), 전자기 스펙트럼의 다른 부분,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이미징 장치는 가시광 밴드 및 적외선 밴드에서의 광을 포함하는 이미지를 캡처한다. VR 헤드셋(105)을 둘러싸
는 영역에서 객체들로부터 반사되는 구조화 광 패턴으로부터 광을 공동으로 캡처하고 반사되는 조명원으로부터
의 캐리어 신호가 영역에서 객체들에서 DCA(120)로 반사되는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이미징 장치는 픽셀 그룹들
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감지기를 포함한다. 각 픽셀 그룹은 하나 이상의 픽셀을 포함하고, 상이한 픽셀 그룹들은
캐리어 신호의 위상에 대한 상이한 위상 쉬프트와 연관된다. 다양한 실시예로, 상이한 픽셀 그룹들은 조명원에
의해 방출된 캐리어 신호에 의해 변조되는 패턴의 상이한 시간 위상을 캡처하기 위해 서로에 대하여 상이한 시
간에 활성화된다. 예컨대, 픽셀 그룹들은 상이한 시간에 활성화되어 인접한 픽셀 그룹들이 서로에 대하여 대략
90, 180 또는 270도 위상 쉬프트를 가지는 광을 캡처하도록 한다. DCA(120)는 상이한 픽셀 그룹들에 의해 캡처
된 신호 데이터로부터, DCA(120)로부터의 깊이와 동등한 캐리어 신호의 위상을 도출한다. 캡처된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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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간 도메인에 걸친 전체 픽셀 전하의 가산을 통해 또는 캐리어 위상 신호에 대한 보정 후에 공간 패턴의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한다. DCA(120)는 도 3-4d와 함께 이하에서 더 설명된다.
[0016]

전자 디스플레이(125)는 VR 콘솔(11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에 따라 사용자에게 2D 또는 3D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한다. 다양한 실시예로, 전자 디스플레이(125)는 단일 전자 디스플레이 또는 다수의 전자 디스플레이(예컨대,
사용자의 각 눈을 위한 디스플레이)를 포함한다. 전자 디스플레이(125)의 예시는: 액정 디스플레이(LCD),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액티브 매트릭스 유가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AMOLED), 임의의 다른 디스
플레이,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한다.

[0017]

광학 블록(130)은 전자 디스플레이(125)로부터 수신된 이미지 광을 확대하고, 광과 연관된 광학 오차를 보정하
고, 보정된 이미지 광을 VR 헤드셋(105)의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다양한 실시 예에서, 광학 블록(130)은 하나
이상의 광학 요소를 포함한다. 광학 블록(130)에 포함된 예시적인 광학 요소는: 개구(aperture), 프레넬 렌즈,
볼록 렌즈, 오목 렌즈, 필터, 반사 표면 또는 이미지 광에 영향을 주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광학 요소를 포함한
다. 또한, 광학 블록(130)은 상이한 광학 요소들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로, 광학 블록(130) 내
의 하나 이상의 광학 요소는 하나 이상의 코팅, 가령 반사방지 코팅을 가질 수 있다.

[0018]

광학 블록(130)에 의한 이미지 광의 확대 및 포커싱은 전자 디스플레이(125)가 더 큰 디스플레이들보다 물리적
으로 더 작고, 무게가 덜 나가고, 더 적은 전력을 소비하도록 허용한다. 추가로, 확대는 전자 디스플레이(125)
에 의해 제시되는 컨텐츠의 시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예컨대, 디스플레이되는 컨텐츠의 시야는 사용자의 시야
의 거의 전부, 그리고 일부의 경우 전부를 사용하여(예컨대, 대략 110도의 대각선으로) 제시되도록 한다. 추가
로, 일부 실시예에서 확대의 양은 광학 요소의 추가 또는 제거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0019]

일부 실시예로, 광학 블록(130)은 하나 이상의 타입의 광학 오차를 보정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광학 오차의 예
시는 배럴 왜곡, 핀쿠션 왜곡, 종단 색수차, 또는 횡단 색수차를 포함한다. 다른 타입의 광학 오차는 구면
수차, 코마 수차, 또는 렌즈 필드 곡률로 인한 오차, 비점수차 또는 임의의 다른 타입의 광학 오차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로, 디스플레이를 위해 전자 디스플레이(125)로 제공되는 컨텐츠는 사전 왜곡되고, 광학
블록(130)은,

컨텐츠에 기반하여 생성된 전자 디스플레이(125)로부터의 이미지 광을 수신할 때 왜곡을

보정한다.
[0020]

IMU(140)는 하나 이상의 위치 센서(135)로부터 그리고 DCA(120)로부터 수신된 깊이 정보로부터 수신된 측정 신
호에 기반하여 VR 헤드셋(105)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전자 장치이다. 위치 센서(135)는 VR 헤드
셋(105)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하나 이상의 측정 신호를 생성한다. 위치 센서(135)의 예시는: 하나 이상의 가속
도계, 하나 이상의 자이로스코프, 하나 이상의 자력계, 움직임을 감지하는 다른 적절한 타입의 센서, IMU(140)
의 오차 보정에 사용되는 센서 타입,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한다. 위치 센서(135)는 IMU(140)의 외부,
IMU(140)의 내부,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에 위치할 수 있다.

[0021]

하나 이상의 위치 센서(135)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측정 신호에 기반하여, IMU(140)는 VR 헤드셋(105)의 초기 위
치에 상대적인 VR 헤드셋(105)의 추정된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생성한다. 예컨대, 위치 센서(135)는
병진 운동(전/후, 상/하, 좌/우)을 측정하는 다수의 가속도계 및 회전 운동(예컨대, 피치, 요우(yaw), 롤
(roll))을 측정하는 다수의 자이로스코프를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로, IMU(140)는 빠르게 측정 신호를 샘플링하
고 샘플링된 데이터로부터 VR 헤드셋(105)의 추정된 현재 위치를 계산한다. 예컨대, IMU(140)는 속도 벡터를 추
정하기 위해 가속도계로부터 수신된 측정 신호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고, VR 헤드셋(105) 상의 기준점의 추정 현
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속도 벡터를 시간에 대해 적분한다. 대안으로, IMU(140)는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데
이터를 해석하는 VR 콘솔(110)로 샘플링된 측정 신호를 제공한다. 기준점은 VR 헤드셋(105)의 위치를 기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포인트이다. 기준점은 일반적으로 VR 헤드셋(105)의 방향 및 위치와 관련된 공간이나 위치에
서의 한 지점으로 정의될 수 있다.

[0022]

IMU(140)는 VR 콘솔(110)로부터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를 수신한다. 더 후술되는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캘리브
레이션 파라미터는 VR 헤드셋(105)의 추적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수신된 파라미터에 기반하여, IMU(140)는 하
나 이상의 IMU 파라미터(예컨대, 샘플링 레이트)를 조정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로, 특정 파라미터는 IMU(140)
로 하여금 기준점의 초기 위치를 업데이트하도록 하여서 기준점의 다음 위치에 대응하도록 한다. 기준점의 다음
캘리브레이션된 위치로 기준점의 초기 위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IMU(140)의 추정된 현재 위치와 연관되는 누적
오차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드리프트 오차로도 지칭되는 누적 오차는 기준점의 추정 위치가 시간에 걸쳐
기준점의 실제 위치로부터 멀리 "표류(drift)"하도록 야기한다. VR 헤드셋(105)의 일부 실시예에서, IMU(140)는
전용 하드웨어 컴포넌트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로, IMU(140)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내에 구현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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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일 수 있다.
[0023]

VR I/O 인터페이스(115)는 사용자가 VR 콘솔(110)로부터 응답을 수신하고 행위 요청을 전송하도록 허용하는 장
치이다. 행위 요청은 특정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요청이다. 예컨대, 행위 요청은 이미지나 비디오 데이터의 캡
처를 시작하거나 종료하기 위한 명령 또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특정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명령일 수 있다. VR
I/O 인터페이스(115)는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예시적인 입력 장치는 키보드, 마우스, 게임
컨트롤러, 행위 요청을 수신하고 행위 요청을 VR 콘솔(110)로 통신하기 위한 임의의 다른 적절한 장치를 포함한
다. VR I/O 인터페이스(115)에 의해 수신된 행위 요청은 행위 요청에 대응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VR 콘솔(110)로
통신된다. 일부 실시예로, VR I/O 인터페이스(115)는 VR I/O 인터페이스(115)의 초기 위치에 상대적인 VR I/O
인터페이스(115)의 추정된 위치를 표시하는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캡처하는 위에서 추가로 논의된 바와 같은
IMU(140)를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VR I/O 인터페이스(115)는 VR 콘솔(110)로부터 수신된 명령에 따라 햅
틱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햅틱 피드백은 행위 요청이 수신될 때 제공되거나, 또는 VR
콘솔(110)은 VR 콘솔(110)이 행위를 수행할 때 햅틱 피드백을 VR I/O 인터페이스(115)가 생성하도록 야기하는
명령어를 VR I/O 인터페이스(115)로 통신한다.

[0024]

VR 콘솔(110)은: DCA(120), VR 헤드셋(105) 및 VR I/O 인터페이스(115)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따라 프로세싱하기 위한 컨텐츠를 VR 헤드셋(105)으로 제공한다. 도 1에 도시된 예시에서, VR 콘솔(110)은 애플
리케이션 스토어(150), 추적 모듈(155) 및 VR 엔진(145)을 포함한다. VR 콘솔(110)의 일부 실시예는 도 1과 함
께 기술된 것과 상이한 모듈 또는 컴포넌트를 가진다. 유사하게, 아래에서 더 설명되는 기능은 도 1과 함께 설
명된 것과 상이한 방식으로 VR 콘솔(110)의 컴포넌트들 사이에 분산될 수 있다.

[0025]

애플리케이션 스토어(150)는 VR 콘솔(110)에 의한 실행을 위한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한다. 애플리케
이션은,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시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컨텐츠를 생성하는 명령어들의 그룹이다. 애플리케
이션에 의해 생성된 컨텐츠는 VR 헤드셋(105) 또는 VR I/O 인터페이스(115)의 움직임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수신
된 입력에 응답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예시는: 게임 애플리케이션, 컨퍼런스 애플리케이션, 비디오 재생
애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적절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0026]

추적 모듈(155)은 하나 이상의 캘리브레이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VR 시스템 환경(100)을 캘리브레이션하고, VR
헤드셋(105) 또는 VR I/O 인터페이스(115)의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하나 이상의 캘리
브레이션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추적 모듈(155)은 DCA(120)에 의해 캡처되는 SL 요소의 위치를
더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DCA(120)의 초점을 조정하도록 DCA(120)로 캘리브레이션 파라미터를 통신한다. 추적
모듈(155)에 의해 수행되는 캘리브레이션은 또한, VR 헤드셋(105) 내의 IMU(140) 및/또는 VR I/O 인터페이스
(115) 내에 포함된 IMU(140)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감안한다. 추가로, VR 헤드셋(105)의 추적이 손실된다면(예컨
대, DCA(120)가 적어도 임계 개수의 SL 요소의 가시선(line of sight)을 손실한다면), 추적 모듈(140)은 전체
VR 시스템 환경(100) 또는 그 일부를 다시 캘리브레이션할 수 있다.

[0027]

추적 모듈(155)은 DCA(120), 하나 이상의 위치 센서(135), IMU(140)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으로부터의 정보를
사용하여 VR 헤드셋(105) 또는 VR I/O 인터페이스(115)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예컨대, 추적 모듈(155)은 VR 헤
드셋(105)으로부터의 정보에 기반하여 로컬 영역의 맵핑에서 VR 헤드셋(105)의 기준점의 위치를 결정한다. 추적
모듈(155)은 또한, IMU(140)로부터 VR 헤드셋(105)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또는 VR I/O 인터페
이스(115) 내에 포함된 IMU(140)로부터 VR I/O 인터페이스(115)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각각 사용하여 VR
헤드셋(105)의 기준점 또는 VR I/O 인터페이스(115)의 기준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추가로, 일부 실시예에
서 추적 모듈(155)은 VR 헤드셋(105)의 미래의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 DCA(120)로부터 로컬 영역의 표현뿐만 아
니라 IMU(140)로부터 VR 헤드셋(105)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이터의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다. 추적 모듈(155)은
VR 엔진(145)으로 VR 헤드셋(105) 또는 VR I/O 인터페이스(115)의 추정되거나 예측되는 미래의 위치를
제공한다.

[0028]

VR 엔진(145)은 VR 헤드셋(105)으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기반하여 VR 헤드셋(105)을 둘러싸는 영역(즉, "로컬 영
역")의 3D 맵핑을 생성한다. 일부 실시예로, VR 엔진(145)은, VR 헤드셋(105)의 DCA(120)에 의해 캡처된 변형된
SL 요소의 이미지에 기반하여, VR 헤드셋(105)을 둘러싸는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객체에 의해 반사된 후
DCA(120)에 의해 방출된 광이 DCA(120)에 의해 감지되는 경과 시간에 기반하여, 또는 DCA(120)에 의해 캡처된
변형된 SL 요소의 이미지 및 VR 헤드셋(105)을 둘러싸는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객체에 의해 반사된 후 DCA(12
0)에 의해 방출된 광이 DCA(120)에 의해 감지되는 경과 시간의 조합에 기반하여 로컬 영역의 3D 맵핑을 위한 깊
이 정보를 결정한다. 다양한 실시예로, VR 엔진(145)은 DCA(120)에 의해 결정된 상이한 타입의 정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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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120)에 의해 결정된 정보 타입의 조합을 사용한다.
[0029]

VR 엔진(145)은 또한, VR 시스템 환경(100)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추적 모듈(155)로부터 VR 헤드셋
(105)의 위치 정보, 가속도 정보, 속도 정보, 예측된 미래의 위치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수신한다. 수신된
정보에 기반하여, VR 엔진(145)은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VR 헤드셋(105)으로 제공하기 위한 컨텐츠를 결정
한다. 예컨대, 수신된 정보가 사용자가 좌측을 보았다고 표시한다면, VR 엔진(145)은 가상 환경에서 또는 추가
컨텐츠로 로컬 영역을 증강하는 환경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미러링하는 VR 헤드셋(105)을 위한 컨텐츠를 생성
한다. 추가로, VR 엔진(145)은 VR I/O 인터페이스(115)로부터 수신된 행위 요청에 응답하여 VR 콘솔(110) 상에
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행위를 수행하고 행위가 수행되었다는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제공된
피드백은 VR 헤드셋(105)을 통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피드백이거나 VR I/O 인터페이스(115)를 통한 햅틱 피드백
일 수 있다.

[0030]

도

2는

VR

헤드셋(200)의

일실시예의

와이어

다이어그램이다.

VR

헤드셋(200)은

VR

헤드셋(105)의

일실시예이며, 전면 강체(205), 밴드(210), 기준점(215), 좌측(220A), 상부측(220B), 우측(220C), 하부측
(220D) 및 전방측(220E)을 포함한다. 도 2에 도시되는 VR 헤드셋(200)은 또한, 도 3 및 4와 함께 아래에서 더
설명되는 카메라(225) 및 조명원(230)을 포함하는 깊이 카메라 어셈블리(DCA)(120)의 일실시예를 포함한다. 전
방 강체(205)는 전자 디스플레이(120)(미도시)의 하나 이상의 전자 디스플레이 요소, IMU(130), 하나 이상의 위
치 센서(135) 및 기준점(215)을 포함한다.
[0031]

도 2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VR 헤드셋(200)은 알려진 거리만큼 분리되고 공통의 시야를 가지는 카메라(225) 및
추가 카메라(227)뿐만 아니라, 로컬 영역 상에 알려진 패턴(예컨대, 그리드, 일련의 직선, 대칭 또는 유사-랜덤
하게 배향된 도트)를 투영하도록 구성된 SL 조명원(230)을 포함하는 DCA(120)를 포함한다. 예컨대, 공간 패턴은
알려진 폭과 높이의 하나 이상의 기하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공간 패턴이 로컬 영역 내에서 객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로컬 영역 상으로 투영될 때 다양한 기하학적 요소의 변형의 계산을 허용한다. 조명원(230)은 특정
된 주파수를 갖는 캐리어 신호로 알려진 공간 패턴을 시간적으로 변조한다. 다양한 실시예로, 조명원(230)은 광
방출기에 결합된 컨트롤러(예컨대,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컨트롤러는 캐리어 신호와 변화에 기반하여 시간에
걸쳐 광 방출기에 의해 방출된 광의 강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캐리어 신호에 의하여 광 방출기에 의해 방출된 광
을 변조하도록 구성된다. 광 방출기가 알려진 공간 패턴(즉, "구조화 광의 패턴" 또는 "구조화 광 패턴")을 방
출할 때, 알려진 공간 패턴의 강도는 캐리어 신호에 기반하여 시간에 걸쳐 변화한다. 예컨대, 조명원(230)은
10MHz의 주파수를 갖는 사인파, 100MHz의 주파수를 갖는 구형파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신호로 알려진 공간
패턴을 변조하는 컨트롤러에 결합된 광 방출기를 포함한다. 카메라(225)는, 도 3-4b와 함께 아래에서 더 설명되
는 로컬 영역의 깊이 이미지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로컬 영역의 이미지를 캡처한다.

[0032]

도 3은 도 2에 도시된 VR 헤드셋(200)의 전방 강체(205)의 단면이다. 도 3에 도시되는 것처럼, 전방 강체(205)
는 이미징 장치(225) 및 조명원(230)을 포함한다. 도 3의 예시에 또한, 도시되는 것처럼, 전방 강체(205)는 이
미징 장치(225)에 결합된 프로세서(315)를 포함한다. 하지만, 다른 실시예들에서, 프로세서(315)는 이미징 장치
(225) 내에 포함된다. 전방 강체(205)는 광이 전방 강체(205)를 통해 이를 따라 전파되는 경로에 대응하는 광축
을 가진다. 일부 실시예로, 이미징 장치(225)는 광축을 따라 배치되고, 이미징 장치(225)의 시야 내에 전방 강
체(205)를 둘러싸는 환경의 일부인 로컬 영역(305)의 이미지를 캡처한다. 추가로, 전방 강체(205)는 전자 디스
플레이(125) 및 광학 블록(130)을 포함하며, 이는 도 1과 함께 위에서 더 설명되었다. 전방 강체(205)는 또한,
사용자의 눈(340)이 위치하는 사출 동공(335)을 포함한다. 예시의 목적 상, 도 3은 단일 눈(340)에 따라 전방
강체(205)의 단면을 도시한다. 로컬 영역(305)은 조명원(230)에 의해 투영되는 광뿐만 아니라 입사 주변광을 반
사한다.

[0033]

도 1과 함께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전자 디스플레이(125)는 전자 디스플레이(125)로부터 수신된 광을 변화시
키는 광학 블록(130)을 향해 이미지를 형성하는 광을 방출한다. 광학 블록(130)은 사용자의 눈(340)이 배치되는
전방 강체(205)의 위치인 사출 동공(335)으로 변경된 광을 향하게 한다. 도 3은, 사용자의 다른 눈으로 가상 컨
텐츠나 로컬 영역(305)의 증강된 표현과 같은 컨텐츠를 제시하기 위해 전방 강체(205) 내에 포함되는 도 3에 도
시된 것들과 분리된 광학 블록(130) 및 다른 전자 디스플레이(125)를 갖는 사용자의 단일 눈(340)에 대한 전방
강체의 단면을 도시한다.

[0034]

조명원(230)과 이미징 장치(225)를 포함하는 깊이 카메라 어셈블리(DCA)(120)는 감지기를 사용하여 조명원(23
0)에 의해 로컬 영역(305) 상으로 투영된 구조화 광 패턴의 이미지들뿐 아니라 조명원(230)으로부터 방출된 광
이 로컬 영역(305) 내의 객체들로부터 다시 이미징 장치(225)로 반사되는 시간을 기술하는 정보를 캡처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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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실시예로, 감지기는 이미징 장치(225) 내에 포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명원(230)으로부터의 광이 로
컬 영역(305) 내에서 객체들로부터 반사되는 시간을 캡처하기 위해, 조명원(230)은 특정된 주파수를 갖는 캐리
어 신호로 구조화 광 패턴을 변조한다. 예컨대, 조명원(230)은 10MHz 사인파로 구조화 광 패턴을 변조하여, 조
명원(230)에 의해 방출된 광이 캐리어 신호에 기반하여 시간에 걸쳐 강도가 변화되도록 야기한다.
[0035]

공간 및 시간적으로 변조된 광 패턴 모두를 캡처하기 위해, 이미징 장치(225)는 다수의 그룹들의 픽셀을 포함하
는 감지기를 포함한다. 도 4a는 이미징 장치(225) 내에 포함된 예시적인 감지기(400)를 도시한다. 도 4a의 감지
기는 이미지 데이터를 캡처하기 위해 픽셀 그룹들(410, 415, 420, 425)을 활성화하는 상이한 컨트롤 신호를 각
각 수신하는 상이한 픽셀 그룹들(410, 415, 420, 425)을 포함한다. 상이한 컨트롤 신호를 수신하는 상이한 픽셀
그룹들(410, 415, 420, 425)을 가지는 것은 상이한 픽셀 그룹들(410, 415, 420, 425)이 오프셋을 갖지만, 컨트
롤되는 타이밍 시퀀스로 이미지 데이터를 캡처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컨대,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에
의해 수신된 컨트롤 신호가 특정 값을 가질 때,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은 로컬 영역(305)으로부터 광을
캡처하고, 컨트롤 신호가 대안 값을 가질 때,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은 로컬 영역(305)으로부터 광을
캡처하지 않는다. 감지기(400) 내의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은 서로에 대하여 배치되어 서로에 대해 가
장 가까운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이 상이한 시간에 광을 캡처하도록 하여 서로에 대해 가장 가까운 픽
셀 그룹(410, 415, 420, 425)에 의해 캡처된 광 사이의 특정 위상 쉬프트를 발생시킨다. 도 4a의 예시에서, 픽
셀 그룹(410), 픽셀 그룹(415), 픽셀 그룹(420) 및 픽셀 그룹(425)은 상이한 시간에 광을 캡처하여, 픽셀 그룹
(410)에 의해 캡처된 광은, 픽셀 그룹(420)에 대해 90도 위상 쉬프트 및 (픽셀 그룹(410)에 대해 180도 위상 쉬
프트)를 가지는, 픽셀 그룹(415)에 의해 캡처된 광에 대하여 90도의 위상 쉬프트를 갖도록 한다. 하지만 다른
실시예에서, 픽셀 그룹(410)에 의해 캡처된 광은, 픽셀 그룹(410)에 가장 가까운 다른 픽셀 그룹들(415, 420,
425)에 의해 캡처된 광에 대하여 임의의 적절한 특정 위상 쉬프트(예컨대, 45도 위상 쉬프트, 10도 위상 쉬프트
등)를 가진다. 또한, 도 4의 예시에서, 픽셀 그룹(425)은 픽셀 그룹(420)에 대하여 90도의 위상 쉬프트 (및 픽
셀 그룹(410)에 대하여 270도 위상 쉬프트)를 가진다. 유사하게, 픽셀 그룹(415), 픽셀 그룹(420) 및 픽셀 그룹
(425) 각각은 다른 픽셀 그룹들(410, 415, 420, 425)에 대하여 90도의 위상 쉬프트로 광을 캡처한다. 예컨대,
픽셀 그룹(410), 픽셀 그룹(415), 픽셀 그룹(420) 및 픽셀 그룹(425)은 각각 0도의 위상 쉬프트, 90도의 위상
쉬프트, 180도의 위상 쉬프트, 및 270도의 위상 쉬프트로 광을 캡처한다. 다양한 실시예로,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은 반복되는 패턴으로 감지기(400) 내에 정렬된다. 예컨대, 감지기(400)는 도 4a에 도시되는 바
와 같이 서로에 대하여 정렬된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을 각각 포함하는 다중 2 x 2 그리드를 포함한다.

[0036]

이미징 장치(225)에 결합되거나 (또는 이미징 장치(225) 내에 포함된) 프로세서(310)는 이미징 장치(225)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아래에서 더 설명되는 바와 같이 구조화 광의 패턴을 시간적으로 변조한 캐리어 신호의 위상
을 결정한다. 캐리어 신호의 결정된 위상에 기반하여, 프로세서(310)는 이미징 장치(225)의 감지기(400)에 의해
캡처되고 로컬 영역 내의 하나 이상의 객체에 의해 구조화 광의 변조된 패턴이 반사되는 시간을 결정한다. 로컬
영역에서 상이한 객체들에 의한 구조화 광의 패턴의 반사에 대해 결정된 시간에 기반하여, 프로세서(310)는 감
지기(400)로부터 로컬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객체로의 거리를 결정하고 감지기(400) 내에서 각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에 의해 캡처된 광으로부터 구조화 광의 패턴을 포함하는 프레임을 생성한다.

[0037]

도 4b는 감지기(400)에서 상이한 픽셀 그룹들(410, 415, 420, 425)에 의해 수신된 컨트롤 신호의 예시를 도시한
다. 도 4b의 예시에서, 컨트롤 신호가 최대값을 가질 때, 컨트롤 신호를 수신하는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은 광을 캡처하는 한편, 상이한 컨트롤 신호를 수신하는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은 광을 캡처하지
않는다. 유사하게, 컨트롤 신호가 최대값을 가질 때, 컨트롤 신호를 수신하는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은
광을 캡처하지 않는다. 도 4b에 도시되는 것처럼, 상이한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에 대한 컨트롤 신호는
상이한 시간들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따라서 단일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은 특정 시간에 광을
캡처한다. 예컨대, 픽셀 그룹(415)에 의해 수신된 컨트롤 신호가 최대값을 가질 때,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에 의해 수신된 컨트롤 신호는 최소값을 가지고, 따라서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은 광을 캡처하지
않는 한편 픽셀 그룹(415)은 광을 캡처한다. 상이한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은 그들의 컨트롤 신호에 기
반하여 광을 직렬로 캡처한다. 각각의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으로부터 광이 캡처될 때, 감지기는 프레
임을 생성한다. 다양한 실시예로, 광은 각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으로부터 여러 번 캡처되고, 감지기는
프레임의 신호-대-노이즈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에 의해 캡처된 축적된 광으로
부터 프레임을 생성한다. 상이한 시간에 상이한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으로부터 광을 캡처하는 것은 후
속 프레임에 대해 반복되고, 프레임에 대해 광이 캡처되는 시간의 양은 각 프레임에 대한 전체 적분 시간과 이
미징 장치(225)의 프레임 레이트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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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

따라서, 일실시예로, 상이한 픽셀 그룹들(410, 415, 420, 425)은 공간 패턴을 변조하는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의
왕복 시간의 일부분인 상이한 오프셋 시간들에서 로컬 영역(305)으로부터 광을 캡처한다. 예컨대, 도 4c는 예시
적인 정현파 캐리어 신호(430)를 도시하며, 조명원(230)이 이를 가지고 구조화 광 패턴을 변조한다. 도 4c는 상
이한 시간에 캐리어 신호(430)를 포함하는 광을 캡처하는 상이한 픽셀 그룹들(410, 415, 420, 425)을 식별한다.
따라서, 픽셀 그룹(410)은 픽셀 그룹(410)에 의해 수신된 컨트롤 신호가 최대값을 가지는 시간 동안에 캐리어
신호(430)의 일부를 포함하는 광을 캡처하는 한편, 픽셀 그룹들(415, 420, 425)은 캐리어 신호(430)의 부분을
포함하는 광을 캡처하지 않는다. 잔존하는 픽셀 그룹들(415, 420, 425)은 대응하는 픽셀 그룹들(415, 420, 42
5)에 의해 수신된 컨트롤 신호가 최대값을 갖는 시간 간격 동안에 캐리어 신호(430)의 부분들을 유사하게 각각
캡처한다. 도 4c는 캐리어 신호(430)가 사인파를 가지는 것으로 도시하는 한편, 다른 실시예에서 캐리어 신호
(430)는 구형파 또는 주파수 및 고조파의 조합을 가지는 임의의 다른 신호일 수 있다. 따라서, 도 4a-4c의 예시
에서, 픽셀 그룹(410)이 광을 캡처할 때, 잔존하는 픽셀 그룹들(415, 420, 425)은 광을 캡처하지 않으며, 따라
서 단일 픽셀 그룹이 광을 캡처할 때 잔존하는 3개의 픽셀 그룹들은 그 상대적인 프레임 동안 광을 캡처하지 않
는다. 각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이 단일 시리얼 패턴에 대한 광을 캡처한 후, 시퀀스는 이미징 장치
(225)에 의해 캡처된 프레임에 대한 적분 시간 동안에 반복된다.

[0039]

이미지 캡처 장치(320) 내의 상이한 픽셀 그룹들(410, 415, 420, 425)에 의해 수신된 광의 강도에 기반하여,
DCA(120)는 캐리어 신호의 위상을 결정한다. 예컨대, DCA(120)는 픽셀 그룹(425)에 의해 캡처된 광과 픽셀 그룹
(415)에 의해 캡처된 광 사이의 차이를 결정한다. 또한, DCA(120)는 픽셀 그룹(410)에 의해 캡처된 광과 픽셀
그룹(420)에 의해 캡처된 광 사이의 추가적인 차이를 결정한다. (최소 구적법 배치인) 도 4a에 도시된 감지기
(400)의 예시적인 구성에서, DCA(120)는 상기 추가 차이에 대한 차이의 비율의 역탄젠트로 캐리어 신호의 위상
을 결정한다. 결정된 위상을 사용하여, DCA(120)는 조명원(230)으로부터 방출된 광이 로컬 영역(305)에서 객체
에 의해 이미징 장치(225)로 다시 반사되는 시간을 결정한다. 결정된 시간으로부터, DCA(120)는 하나 이상의 비
행 시간 방법을 사용하여 DCA(120)와 로컬 영역(305)에서의 다양한 객체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추가로, 결정
된 위상을 사용하여, DCA(120)는 로컬 영역(305)에 대한 추가 깊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명원(310)으로부터
방출된 구조화 광 패턴을 허용하는 프레임으로 상이한 픽셀 그룹들(410, 415, 420, 425)에 의해 캡처된 광을 조
합한다. 하나 이상의 비행 시간 방법에 의해 결정된 거리는 로컬 영역(305) 내의 객체와 DCA(120) 사이의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미징 장치(225)에 의해 캡처된 구조화 광 패턴의 분석은 로컬 영역(305)에서의 객체와
DCA(120) 사이의 관련되지만 고유한 거리 측정을 제공한다.

[0040]

도 4d는 깊이 카메라 어셈블리(120)의 이미징 장치 내에 포함된 감지기(405)의 다른 예시를 도시한다. 도 4a-4c
와 함께 설명된 감지기(400)에서, 감지기(400) 내의 상이한 픽셀 그룹들(410, 415, 420, 425)은 프레임을 생성
하기 위해 이미징 장치(225)에 대한 적분 시간의 일부에 대한 광을 캡처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도 4d의 예시에
서, 감지기(405)의 각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은 각 픽셀 당 다수의 전하 저장 영역을 포함하며, 이들은
서귤레이터(circulator) 또는 스위치와 같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이는 각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이 적분 시간 동안 광을 연속으로 캡처하고 캐리어 신호(430)의 주파수 및 위상 타이
밍에 기반하여 캡처된 광으로부터 생성된 전류가 결합되는 위치를 동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허용한다. 상이한 픽
셀 그룹들(410, 415, 420, 425)에 의해 캡처된 광으로부터 축적된 전하는 상이한 위치(예컨대, 메모리나 커패시
터)에 축적되고, 도 4d에서 하이라이트된 직사각형으로 도시되는 상이한 서브-윈도우를 제공한다. 도 4d에 도시
되는 것처럼, 서브-윈도우는 서로에 대하여 90도의 위상 쉬프트를 가지는 서브-윈도우를 도시하도록 대각선을
따라 조합된다. 각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으로부터의 서브-윈도우는 신호-대-노이즈 비율을 증가시키고
비행 시간 측정에 대한 프레임을 생성하도록 동 위상으로 조합된다. 따라서, 상이한 시간에 상이한 픽셀 그룹들
(410, 415, 420, 425)에 의해 캡처된 광은 캐리어 신호(430)의 위상을 추출하기 위해 이전에 논의된 방법을 통
해 조합된다. 도 4d의 예시에서, 특정된 최대 적분 시간 내의 하이라이트된 서브-윈도우는, 각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이 연속하여 광을 캡처하고 캡처된 광으로부터의 전하가 캐리어 주파수의 위상에서 축적되는 위
치를 변화시킴에 따라 조합된다. 예컨대, 도 4d의 감지기(405)의 각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은 동시에
광을 캡처하고 광을 캡처하는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전하를 축적하며, 픽셀 그룹
(410, 415, 420, 425)에 의해 전하가 축적되는 위치는 캐리어 주파수의 위상을 보존하기 위해 캐리어 신호(43
0)에 기반하여 변화한다. 일부 실시예로, 도 4d에 도시되는 감지기(405)의 각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은
100 퍼센트 듀티 사이클만큼 광을 캡처하도록 구성되어, 감지기(405)의 다수의 픽셀 그룹(410, 415, 420, 425)
이 일부 실시예에서 다수의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에 의해 캡처된 광으로부터 전하를 연속으로 그리고
동시에 축적하도록 허용한다. 위에서 추가 설명된 바와 같이, 상이한 픽셀 그룹들(410, 415, 420, 425)에 의해
결정된 위상 각도는 구조화 광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방사패턴 차이의 보정을 허용한다. 추가로, 도 4d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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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이한 픽셀 그룹들(410, 415, 420, 425)에 의한 광의 연속적인 캡처는 구조화 광 이미지 분석을 위한 수
동적인 보정을 허용한다. 각 픽셀 그룹(410, 415, 420, 425)에 대해 전체 적분 윈도우에 걸쳐 캡처된 전체 전하
를 합산함으로써, 감지기(405)는, 픽셀 레벨의 적분 타이밍에 있어서 오프셋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
령 카메라와 같은 이미지 캡처 장치로 동작한다. 따라서, 도 4d에 도시된 감지기(405)는 구조화 광 알고리즘에
대한 시간 변조의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상관된 고정 패턴, 시간 또는 시스템 노이즈에 대한 가능성을 감소시
킨다.
[0041]

도 5a는 구조화 광 패턴(또한, 공간 패턴으로 지칭됨)을 로컬 영역 상에 투영하는 조명원(230) 및 이미징 장치
(225)의 예시적인 배치를 도시한다. 도 5a에서, 예시적인 공간 패턴은 조명원(230)의 시야 내에 투영되는 수직
바들을 포함한다. 산란되거나 직접적인 반사를 통해, 공간 패턴은, 조명원(230)을 사용한 삼각측량법을 통해 로
컬 영역의 3차원 레이아웃을 구조화 광 방법이 추출하도록 허용하는 이미징 장치(225) 내의 감지기에 의해 캡처
된다.

[0042]

도 5b는 또한, 시간적으로 변조되는 조명원(230)으로부터 구조화 광 패턴(공간 패턴으로 또한, 지칭됨)을 투영
하는 조명원(230) 및 이미징 장치(225)의 예시적인 배치를 도시한다. 도 5b에서, 시간 변조는 로컬 영역에 도달
하기 전에 조명원(230)으로부터 대략 동일한 거리에 있는 직사각형 영역으로 보여진다. 공간 패턴은 예시 목적
상 도 5b에서 4개의 수직 바들로 도시된다. 따라서, 도 5b에서 이미징 장치(225)와 조명원(230)은 공간 패턴 및
비행 시간 정보의 캡처를 허용하여, 로컬 영역 깊이를 추출하기 위한 공간 및 시간적 방법 둘 모두를 각각 제공
한다. 도 3-4d와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미징 장치(225)는 이미징 장치(225)에서 상이한 픽셀 그
룹들(410, 415, 420, 425) 사이의 위상 오프셋을 컨트롤함으로써 공간 및 시간적 정보 둘 모두를 캡처하기 위해
공통의 감지기를 포함한다.

[0043]

실시예의 상기 서술은 설명의 목적으로 제공되고, 배타적이거나 개시된 정확한 형태들로 특허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명세서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0044]

본 명세서에 사용된 언어는 가독성과 지시의 목적을 위해 원칙적으로 선택된 것으로서 발명의 대상을 제한하거
나 한정하도록 선택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범위는 본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 출원이 기
반을 두어 제출되는 임의의 청구범위에 의해 한정되는 것으로 의도된다. 따라서, 실시예들에 관한 개시는 특허
권의 범위의 예시가 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의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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