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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여러 장의 영상에서 3차원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Extended Depth of Focus(EDF) 알고리듬은 최근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사물체의 깊이정보에 따른 제한된 초점으로 인해 초점이 일부분 맞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EDF알고리

듬은 각 영상들의 focus 영역에서 하나의 focused 영상과 depth영상을 취득한다. 대부분의 영상처리 알고리듬이 그렇듯, EDF 알고리

듬에 사용되는 파라메타들의 초기설정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EDF알고리듬을 적용하기 전 입력영상의 기반으

로 pyramid, wavelet transform, complex wavelet transform을 사용하였으며 EDF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파라메타들의 설정에 따른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파라메타들은 입력영상의 크기에 따른 down sampling의 단계, 영상의 기반 알고

리듬의 영상 복원에 사용되는 최하위 레벨의 이미지에 대한 취득 형태, 연산에 쓰이는 window size의 크기이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제시한 입력영상에 따라 각 파라메타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고, 기존에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파라메타 선정방식보다 최적화

된 파라메타 선정방식을 통해 얻어진 결과영상이 3dB ~ 19dB정도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Extended Depth of Focus (EDF) algorithms for extracting three-dimensional (3D) information from a set of optical image slices 
are studied by many researches recently. Due to the limited depth of focus of the microscope, only a small portion of the image 
slices are in focus. Most of the EDF algorithms try to find the in-focus area to generate a single focused image and a 3D depth 
image. Inherent to most image processing algorithms, the EDF algorithms need parameters to be properly initialized to perform 
successfully. In this paper, we select three popular transform-based EDF algorithms which are each based on pyramid, wavelet 
transform, and complex wavelet transform, and study the performance of the algorithms according to the initialization of its 
parameters. The parameters we considered consist of the number of levels used in the transform, the selection of the lowest level 
image, the window size used in high frequency filter, the noise reduction method, etc. Through extended simulation, we find a 
good relationship between the initialization of the parameters and the properties of both the texture and 3D ground truth images. 
Typically, we find that a proper initialization of the parameters improve the algorithm performance 3dB ~ 19dB over a default 
initialization in recovering the 3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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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반도체, 정밀기계 분야의 소형화와 고집적화에 따른 발

전과 함께 수십 um에 해당하는 단차형상을 나노미터 수준

의 고정밀로 측정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 되고 있다. 기존

의 2차원 데이터에 비해 깊이 정보를 알 수 있는 3차원 형

상에 대한 정밀 측정이 요구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3차원

형상의 측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이미 산업현장에서 이용되

고 있거나 점차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3차원 형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사식 전자현미경

(Scanning Probe Microscope)[1], 위상 천이 간섭계(Phase 
Shifting Interferometry)[2], 동초점 주사현미경(Confocal 
Scanning Microscope)[3], 백색광 주사 간섭계(White-Light 
Scanning Interferometry)[4] 등이 있다. 본 논문에는 3차원

형상복원의 방법 중 저비용, 대면적의 검사영역과 um단위

의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Extended Depth of Focus 방법에

대해 논하겠다. 
우선, 형상복원의 목적은 피사물체의 표면에 대응하는

영상의 모든 화소들의 깊이를 측정 하는 것이다. EDF는 카

메라렌즈와 물체 사이의 간격을 순차적으로 변화시켜가면

서 p장의 영상 슬라이스를 얻는다
[5]. 영상 슬라이스 내에서

가장 선명한 화소의 위치가 깊이를 계산하는데 사용이 되

며, 가장 선명한 화소는 초점 연산자를 적용하여 찾는다
[6][7]. 대표적인 초점 연산자로써 gradient 크기를 이용한

Tenenbaum(TEN) 연산자
[8], 픽셀 주위 값들의 분산을 이용

한 Gray Level Variance(GLV) 연산자
[8], optical transfer 

function을 이용한 Optical 포커스 연산자
[9]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EDF를 이용한 기존에 제시된 알고리듬을

서로 다른 깊이 정보를 갖는 입력영상에 따라 기존의 파라

메타 선정방식보다 최적화된 파라메타들의 선정에 따라 개

선된 결과를 확인하였고, 각 파라메타를 분석하고 특징에

대해 설명 하였다.

Ⅱ. 기존 EDF 알고리듬

낮은 심도를 갖는 렌즈로부터 획득된 영상은 초점이 선

명한 부분과 흐릿한 부분이 공존하며, 이는 피사물체의 깊

이 정보를 제공한다. 동일 피사물체를 초점 수준을 바꿔가

며 획득한 영상 시퀀스로부터 물체의 깊이와 삼차원 형상

을 복원하는 기법을 Extended Depth of Focus 라 한다. 
EDF 에서는 영상의 각 화소의 선명도를 측정하는 초점 연

산자가 최종 삼차원 형상 복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6][10]. 그림 1은 각 슬라이스별 영상에서 초점값을 산출하기

위해 초점 연산자를 통해 얻은 값이 가장 큰 슬라이스영상

에 화소를 선택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EDF 알고리즘을 이용한 3차원 복원
Fig. 1. EDF algorithm for 3D reconstruction

   
이러한 EDF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여러 장의 슬라이스

영상에 대한 하나의 초점영상과 깊이 정보영상을 얻기 위

해 사용된 여러가지 알고리듬의 파라메타를 분석하고 설명

하였다. 이때, 사용된 초점 연산자 알고리듬은 다음과 같다.

•Algorithm 1)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초점값을 기준으로 NxN 윈도우내의 최대값을

취득 후 이 값이 가장 큰 슬라이스를 선택하는 알고리

듬
[11]

•Algorithm 2)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하여 초점값을

기준으로 NxN 윈도우내의 variance 값이 가장 큰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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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를 선택하는 알고리듬
[12]

•Algorithm  3) 위의 2번 알고리듬을 통해 얻어진 초점

값을 기준으로 하는 깊이 정보에서 3x3 윈도우 내에

인접한 값의 투표를 진행하여 이웃하는 깊이 정보의

값이 과반수 이상이면 중심 값을 이웃하는 값으로 교

체하는 알고리듬
[12]

•Algorithm 4) 위의 3번 알고리듬을 통해 얻어진 초점

값을 기준으로 하는 깊이 정보에서 3x3 윈도우 내에

인접한 값의 투표를 진행하여 이웃하는 깊이 정보의

값이 과반수 이상 이면 중심 값을 이웃하는 값으로 교

체하는 알고리듬
[12]

•Algorithm 5) Complex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한 알

고리듬이며, 위의 1번 방식을 동일하게 수행한 알고리

듬
[13]

•Algorithm 6) Pyramid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영상에 각

방향성에 따른 주파수 영역대의 총합의 최대값이 가

장 큰 슬라이스를 선정하는 알고리듬
[14]

EDF방식에서 깊이 정보를 복원하는 방식은 각각의 위치

에서 초점값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슬라이스의 번호

를 취득하여 피사체의 깊이 정보를 복원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다해상도기반 EDF방식에서는 깊이 정보 복원 시

최상위 레벨의 깊이 정보를 사용한다. 이 때, wavelet 알고

리듬의 최상위 레벨에서의 깊이 정보가 서로 다를 경우, 세
영역(LH,HL,HH)의 깊이 정보들의 값을 비교하여 두 개의

영역에서 같은 값을 갖는다면 나머지 영역에서의 값을 수

정하고, 모두 다르면 세 영역의 평균값을 하나의 깊이 정보

로 재선정한다.
 

Ⅲ. 각 파라메타 특성 분석

앞에서 서술한 EDF알고리듬들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파라메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파라메타에는 최하위

down sampling단계 선정, 최하위 레벨의 초점값 계산방법, 
초점값을 얻기 위해 연산에 쓰이는 window size가 있다. 개
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파라메타 값들의 선택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Down sampling

이 파라메타는 입력영상의 크기에 따른 down sampling 
레벨의 수를 나타내는 값이다. wavelet transform, pyramid
에서 사용 되는 파라메타로써, 단계가 내려 갈 때 마다 각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Low pass filtering, High pass filter-
ing을 거쳐 영상을 취급 한다[7]. 각 레벨별 영상마다 다른

정보를 갖게 되면 레벨이 많아지면 보다 많은 정보를 비교

할 수 있다. 하지만 레벨이 커질수록최하위 레벨에서의 정

보는 결과 영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의

크기에 따라 최적화된 레벨 선정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와

불필요한 down sampling 단계를 통한 처리속도를 늦추는

일이없도록한다. 그림 2는 down sampling에 관한 그림으

로써 첫 번째 화소를 기준으로 이웃 픽셀을 건너뛰고 그

다음 화소를 이용하는 2의 배수 번째 화소들로 가로 세로

값을 채워 나감으로써 원래 영상보다 down sampling되는

단계에 따라 가로 세로의 크기는 2의 n승으로 줄어든다.

그림 2. 다운 샘플링
Fig. 2. Down sampling

2. 최하위 레벨 영상의 초점값 계산방법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듬들은 레벨에 따라 down sam-

pling 된 각 영상 정보를 통해 focus 영상을 복원한다. 이
때, pyramid 기반의 최하위 레벨영상과 wavelet 기반의 LL
영역의 초점 값 계산방법을 나타낸다.

EDF 알고리듬들에서 초점값 영상 계산 시 마지막 슬라

이스의 최하위 레벨영상을 초점값으로직접 사용하는 방법

(Method 1)과 최하위 레벨의 초점값을 여러 가지 방법(아
래의 Method 2 - Method 4)에 의해 계산하여 초점값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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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Method 2 는 최하위 레벨 영상의 초점값을 얻어 내기 위

해 구하고자 하는 해당 화소에 슬라이스들의 최대값( 
Imax(x,y) ), 최소값( Imin(x,y) ), 평균값( Ip(x,y) )들을 이

용하여 식(1)의 Q(x,y)를 계산한 후 Q(x,y) > 0 면 Imax(x, 
y)를 초점값으로 선정하고, Q(x,y) ≤ 0 이면 Imin(x,y)값을

초점값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13].

max min( , ) | ( , ) ( , ) | | ( , ) ( , ) |p pQ x y I x y I x y I x y I x y= - - - (1)

         
 여기서,

max 1 2

min 1 2

( , ) [ ( , ), ( , ), ( , )],
( , ) [ ( , ), ( , ), ( , )],

n

n

I x y maximum I x y I x y I x y
I x y minimum I x y I x y I x y

=

=

L

L

1 2( , ) [ ( , ), ( , ), ( , )],p nI x y average I x y I x y I x y= L ,

( , )nI x y 는 최하위 레벨 영상 이다.

Method 3은 슬라이스 영상의 최하위 레벨영상들을 3x3 
Mask를 이용한 Sobel operator를 적용하여 edge strength 
값들을 구한 후 그 값이 가장 큰 슬라이스의 해당 화소를

초점값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15,16].

1 2( , ) max [ ( , ), ( , ) ( , )]nP x y imum S x y S x y S x y= L ,

( , ) | ( , ) | | ( , ) |n v hS x y S x y S x y= +
(2)

여기서, Sn(x,y)는 최하위 레벨 영상에 Sobel operator를
적용하여 얻어진 edge strength이고, Sv(x,y)는 수직방향으

로, Sh(x,y)는 수평방향으로 Sobel operator를 적용한 edge 
strength 값 이다.

Method 4는 각 슬라이스의 최하위 레벨 영상들에 NxN 
window size 내에서의 구하고자하는 해당 화소를 기준으로

variance 값이 가장 큰 슬라이스 해당화소를 초점값으로 선

택하는 방법이다
[12,18].

3. 초점값을 얻기 위해 연산에 쓰이는 window size

각 슬라이스 영상을 비교하여 초점값을 선정할 때 필요

한 연산에 쓰이는 window size에 따라 결과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Window size 가 커질수록깊이 정보가

변하는 경계선 부분에서의오류는 증가하는 반면, 같은 깊

이 정보를 갖는 구간에서의오류는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영상의 깊이 정보의 특징에 맞게 window size를 선정함으

로써 개선된 결과영상을 얻어낼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 제시한 파라메타를 사용한 실험 결과와 기

존의 방법에서의 실험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깊이 정보를 갖는 슬라이스 영상들을 식 (3)을
사용하여 만든 후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2 2

2 2
0 1 0 1

1 ( )( , , ) exp( )
2 ( | |) 2( | |)

x yI x y z
n n z n n zp

+
= -

+ +
(3)

식 (3)은 point spread function(PSF)으로 영상의 defocus 
정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식이며, 참고문헌 [19]에서 제시

한 defocus방법을 사용하여 그림 3와 그림 4에 보여진 정보

를 담고 있는 슬라이스 영상을 합성하여 실험에 사용하였

다[19]. 그림 3 영상은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슬라이스

영상이 가지는 texture 와 크기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 4에
는 슬라이스 영상들이 가지는 깊이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a)의 checkerboard형태 깊이정보 영상은 20단계의

깊이 정보를 갖고, 그림 4(b)의 gaussian형태의 깊이정보 영

상은 24단계를 가지며, 그림 4(c)의 sinusoidal형태의 깊이

정보 영상은 21단계의 깊이정보를 갖고 있다.

 

(a) (b)
그림 3. 실험에 사용한 texture 영상 (image size 변경)
Fig. 3. Ground truth texture image used for experiment
(a) used for test 512x512 image   (b) used for test 1024x1024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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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 실험에 사용한 깊이 정보 영상
Fig. 4. Ground truth 3-D depth image used for experiment
(a) Checkerboard (b) Gaussian (c) Sinusoidal

Parameters

Down sampling 
level

최하위 레벨 영상의

초점값 계산방법

초점값을 얻기 위해

연산에 쓰이는

window size
3 Method 1 3x3
4

Method 2 5x55
6 Method 3 7x7
7

Method 4 9x98

표 1. 실험에 사용된 파라메타
Table 1. Parameters used for test

표 1에서 선정한 각 파라메타의 범위의 기준은 Down 
sampling level단계는 입력영상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고 본

논문에서 실험영상으로 사용한 입력영상의 크기는 512x 
512, 1024x1024 영상에 맞춰 8단계로 범위를 선정하였으

며 초점값을 얻기 위해 연산에 쓰이는 window size는 표

2에서 제시된 크기 이후에 데이터 값들의 변동 폭이 적은

2
10

1 1
2

0 0

10*log [(2 1) / ]
1 || ( , ) ( , ) ||

bit

m n

x y

PSNR MSE

MSE R x y O x y
mn

- -

= =

= -

= -åå a

 G O RPSNR PSNR PSNR= -

R(x,y) : Reference Image pixel value
O(x,y) : Object Image pixel value

(4)

관계로 생략하였다. 이러한 파라메타들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들을 분석하였고 이 때, 식 (4)의 PSNR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실험으로 각 파라메타들이 초점영상 복원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2 는 window size 가 결과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 레벨의 값이 3 이고, 사용

된 알고리듬은 Algorithm 1 이며, 최하위 레벨의 초점값을

결정하기 위해 method 1을 사용하고 window size를 변화

시키며 얻어진 결과이다.

그림3(a)의 texture영상

Window size checkerboard gaussian sinusoidal

3x3 15.9199 15.4994 16.0906

5x5 15.7752 15.4004 16.0104

7x7 15.6096 15.2809 15.8857

9x9 15.4538 15.1760 15.7358

그림3(b) 의 texture영상

3x3 32.9881 37.3606 38.7326

5x5 32.5206 36.6545 38.4314

7x7 32.0144 35.7363 37.7396

9x9 31.5943 34.9270 36.9465

표 2. Window size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단위 dB)
Table 2. Effects of window size on results(dB)

 
표 2에서 보듯이 window size 가 증가할수록깊이정보가

변하는 경계선 구간에서 생기는 오류가 증가함에 따라

PSNR값은 점점 감소한다.
표 3은 down sampling 단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로 사용된 알고리듬은 Algorithm 
1 이며, 최하위 레벨의 초점값을 결정하기 위해 method 1을
사용하고 window size는 5x5를 사용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단계가 많이 내려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입력 영상의 크기에 따라 최적화된 down 
sampling 단계를 선택하여 보다 나은 결과와 처리속도를

얻을 수 있다.
표 4는 최하위 레벨의 초점값을 결정하는 방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 레벨의 값이 3이고, 사용된

알고리듬은 Algorithm 1 이며, window size는 5x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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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a)의 texture영상

Level checkerboard gaussian sinusoidal

3 16.0906 15.4994 15.9199

4 18.5331 17.7894 18.1207

5 23.8292 22.4450 21.0246

6 27.3368 24.9700 21.7270

7 27.6579 25.1790 21.8037

그림3(b)의 texture영상

3 32.9881 37.3606 38.7326

4 32.0543 35.4445 36.8505

5 30.4084 31.7913 32.3983

6 30.7928 30.6480 31.6667

7 31.9063 33.8011 36.4988

8 32.0604 34.5678 37.8034

표 3. Down sampling 단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단위 dB)
Table 3. Effects of Down sampling step on results(dB)Table 3. Effects 
of Down sampling step on results(dB)

표 4. 최하위레벨의초점값을결정하는방법이결과영상에미치는영향(단위
dB)
Table 4. Effects of method determining focus value of lowest level on 
the results image(dB)

그림3(a)의 texture영상

Method checkerboard gaussian sinusoidal

1 15.9199 15.4994 16.0906

2 15.7752 15.4004 16.0104

3 15.6096 15.2809 15.8857

4 15.4538 15.1760 15.7358

그림3(b)의 texture영상

1 23.5495 23.4943 23.4943

2 24.3394 22.7846 22.7846

3 24.9309 24.5630 24.5630

4 25.2266 24.5354 24.5354

표 4에서 보듯이 최하위 레벨에서의 초점값을 얻기 위한

방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의 깊이정보와 texture, 
영상의 크기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실험으로 6 가지의 EDF 알고리듬들에 대해 기존

파라메타 값 선정방식을 적용해 얻은 결과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된 파라메타 값 선정 후 얻은 결과의 PSNR 차
이를 표 5와 표 6에 나타내었다. PSNR 차이는 기존의 방

법에 의한 결과의 PSNR에서 최적의 파라메타를 적용한 제

안한 방법의 결과 PSNR을 뺀 값이다.       

표 5. 기존 파라메타 선정방식과 개선된 파라메타 선정방식을 비교해 얻은
초점 영상의 PSNR 차이(단위 dB)
Table 5. PSNR(dB) of focus image obtained by comparing 곧 existing 
parameters selection method and improved parameters selection method

그림3(a)의 texture영상

초점연산자 알고리즘 checkerboard gaussian sinusoidal

Algorithm 1 6.0321 10.0546 11.6534

Algorithm 2 6.1739 10.1996 12.4550

Algorithm 3 5.7543 9.4543 10.8036

Algorithm 4 5.8277 9.7134 11.4765

Algorithm 5 6.6164 8.8688 10.2695

Algorithm 6 4.4329 6.3436 6.3105

그림3(b)의 texture영상

Algorithm 1 8.6857 14.5844 14.1954

Algorithm 2 8.6526 14.6194 14.2124

Algorithm 3 8.4365 14.1369 13.8518

Algorithm 4 8.5379 14.3483 13.9572

Algorithm 5 10.6542 14.6522 19.0023

Algorithm 6 3.0096 4.9794 3.3770

                
표 6. 기존 파라메타 선정방식과 개선된 파라메타 선정방식을 비교해 얻은
깊이정보의 PSNR 차이(단위 dB)
Table 6. Depth information image prefit(dB) obtained by conparing ex-
isting parameters selection method and  improved parameters se-
lection method

그림3(a)의 texture영상

초점연산자 알고리즘 checkerboard gaussian sinusoidal

Algorithm 1 2.4124 0.0906 0.0062

Algorithm 2 1.1739 0 0

Algorithm 3 0.9913 0.4009 0.2022

Algorithm 4 0.3213 0.1371 0.1655

Algorithm 5 0.5510 0 0

Algorithm 6 0.4717 3.8913 3.8913

그림3(b)의 texture영상

Algorithm 1 0 1.8161 1.8161

Algorithm 2 0.2593 0 0

Algorithm 3 0.2384 1.3042 1.3042

Algorithm 4 0.5309 0 0

Algorithm 5 0 2.6589 2.0638

Algorithm 6 0.6204 2.1015 2.8125



유경무 외 4인 : Extended Depth of Focus 알고리듬 파라메타 초기설정에 관한 연구 631
(Kyungmoo Yoo et al. : On the Study of Initializing Extended Depth of Focus Algorithm Parameters)   

표 5에서 보듯이 입력영상에 따라 개선된 파라메타를 선

정해줌으로써 기존의 결과보다 최대 19dB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깊이정보 영상의 복원은 최상위 레벨만

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라메타들 중 down sam-
pling단계, 최하위 레벨의 초점값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

는 method는 결과영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결과에 영향

을 주는 파라메타는 window size뿐이므로, 표 6 에서 보듯

이 초점 영상보다는 높은 이득을 얻진 못하였지만 최대

4dB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듯, 영상에 따라 파

라메타를 변경해 줌으로써 최적의 파라메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시한 입력영상의 texture 종류, 영상의

크기 그리고 세 종류의 깊이 정보를 가지는 슬라이스 영상

들에 한해서 EDF방식을 이용한 6가지 다해상도 알고리듬

들이 가지는 파라메타 값들을 분석하고, 각 파라메타 값들

의 변경에 따라 결과 영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

다.
논문에서 제시한 깊이 정보에 따라 defocus된 슬라이스

영상들을 EDF방식에 의해 초점값을 복원하는 다해상도 알

고리듬의 파라메타들에는 down sampling단계, 최하위 레

벨의 초점값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초점값을 선

정하기 위한 연산과정에 쓰이는 window size가 있다. 각각

의 파라메타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적합한down sam-
pling단계를 선정함으로써 최적의 결과와불필요한 처리속

도를줄일 수 있으며, 최하위 레벨의 초점값을 결정하기 위

해 사용되는 방법의 종류와 입력영상의 특징에 따라 개선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연산과정에 쓰이는 win-
dow size에 따라 깊이 정보가 변하는 경계부분의 오류와

동일한 깊이 정보구간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통해 기존 알고리듬의 보편적인 파라

메타 값 선정 방법이 아닌입력영상에 따라 각 알고리듬의

파라메타 값을 변경함으로써더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파라메타 값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영상의 texture 종류와 영상의 크기, 
그리고 깊이정보에 제한을 두어 최적화된 파라메타 선정을

제시하였지만, 차후에는 영상의 특징에 따라 최적화 된 파

라메타 값 선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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