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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이용하여 깊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Kinect 깊이 카

메라로부터 얻은 깊이 영상의 화질을 실시간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GPU 내의 상수 메모리와 2차원 영상 처리에 적합한 텍스쳐 메모리

를 사용한다. 또한, 단일 화소에 대한 결합형 양방향 필터 연산을 각 GPU 쓰레드(thread)에 할당한 다음 병렬로 처리하여 계산량을 현

저히 감소시킨다. 그리고 깊이 영상의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CUDA를 이용해 구현한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계층형 구조로 반복적

으로 수행하여 폐색 영역이 채워진 깊이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실시간 깊이 영상 보정 방법이 깊이 영상의

주관적 화질을 향상시키고, 초당 55 화면의 속도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real-time depth image refin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depth map acquired 
from Kinect camera, we employ constant memory and texture memory which are suitable for a 2D image processing in the graphics 
processing unit (GPU). In addition, we applied the joint bilateral filter (JBF) in parallel to accelerate the overall execut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depth image, we applied the JBF hierarchically using the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CUDA). Finally, we 
obtain the refined depth imag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real-time depth image refinement algorithm improved 
the subjective quality of the depth image and the computational time was 260 frames per second.

Keyword : depth map, refinement, joint bilateral filter, CUDA, hierarchical approach

Ⅰ. 서 론

최근 3차원 비디오 시스템은 초고해상도를 특징으로

하는 UHDTV,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서비스인 IPTV 시스템 등과 더불어 중요한 차세

대 방송 시스템 중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3차원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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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스템은 3차원 비디오 장면 정합, 압축, 렌더링 등의

다양한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3차원 비디오 콘

텐츠는 스테레오 카메라, 다시점 카메라, 깊이 카메라와

같은 다양한 영상 제작 도구들을 이용하여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콘텐츠들은 3차원 비디오 압축 방법을

통해 부호화되어 영상출력장치에 전달되고, 이러한 장

치들은 전달된 영상 정보를 DIBR (depth image-based 
rendering) 기술을 통해 재현해서 영상을 화면에 출력한

다
[1].
DIBR 기술은 동일한 시점의 색상 영상과 깊이 영상을

이용해 가상의 시점을 합성할 수 있다. 깊이 영상은 3차원

장면에서 객체와 카메라와의 거리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영상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원

하는 가상 시점에서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가상 시점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색상 영상의 모든 화

소들을 카메라 매개변수와 깊이 영상을 통해 세계 좌표계

(world coordinate)로 역사상 (back-projection) 시킨다. 그
런 다음, 3차원 공간으로 이동된 이 화소들을 다시 가상

시점의 영상 평면으로 사상한다. 이러한 과정을 3차원 워

핑이라 한다
[2].

현재에 이르러 Microsoft 사의 Kinect 깊이 카메라가 파

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됨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도 3차원 비

디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소개한 DIBR 기술

을 사용해 Kinect 깊이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색상 영상과

깊이 영상을 사용하여 3차원 장면을 쉽게 복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b)에서 볼 수 있듯이, Kinect 깊이 카메라로

부터 획득한 깊이 영상은 깊이값 추정에 실패한 영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은 Kinect 깊이 카메라에

장착된 적외선 송신기와 수신기의 물리적인 거리 차이로

인한 폐색 영역 발생, 객체의 경계 불일치 등 다양한 센서

잡음 때문에 발생한다. 그림 1(a)와 그림 1(b)에서 볼 수 있

듯이, 원본 깊이 영상에서 책상 위와 물체 주변에 검은색으

로 표현되어 있는 센서 잡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깊이

영상의 오차는 3차원 비디오 시스템의 부호화, 복호화 등의

계산 과정에서 오차가 그대로 전파되기 때문에 재현단에

이르렀을 때 양질의 합성 영상을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없

게 만든다.

(a) 색상 영상
(color image)

(b) 깊이 영상

(depth image)

그림 1. Kinect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
Fig 1. Image from Kinect camera

깊이 영상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방법이 연

구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결합형 양방향

필터 (joint bilateral filter, JBF)를 들 수 있다
[3]. 이 방법은

표적 화소와 주변 화소 간의 거리 차이를 반영하는 공간

(spatial) 필터와 화소값 차이를 반영하는 범위 (range) 필터

를 사용하는데, 범위 필터를 보조 영상, 즉, 색상 영상의 것

으로 대체함으로써 색상 영상의 경계 정보를 깊이 영상에

그대로 반영한다. 따라서, 두 영상 간의 객체 경계 불일치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깊이값 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기반으로 하여 실

시간으로 깊이 오차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Kinect 깊이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색상 영상을 이용

하여 깊이 영상에 대해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적용한다. 이
필터는 성능을 결정하는 다양한 인자와 Gaussian 함수와

같은 복잡한 수식이 포함되는 필터이기 때문에, 이를 실시

간으로 처리하도록 구현하기 위해 CUDA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병렬 프로그래밍을 통해 각 화소에 대

한 계산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수행시간을 줄인다. 하지

만, 영상 내에 넓게 존재하는 폐색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결합형 양방향 필터 구조를 통해 폐

색 영역을 고속으로 채우는 방법을 사용한다. 해상도에 따

라 계층을 나누어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까지 반복적으

로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수행하면 대부분의 홀이 채워진

깊이 영상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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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CUDA를

이용한 결합형 양방향 필터와 이를 계층적으로 구현한 방법

에 대해서 기술한다. 3장에서는 CUDA의 내부에서 계산 속

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4장에서는 CPU
와 GPU로 구현한 결합형 양방향 필터에 대해 주관적 화질

과 계산시간을 비교하고 객관적인 화질 향상에 대한 평가를

위해 bad pixel rate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5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기술한다.

Ⅱ. 제안하는 방법

1. CUDA를 이용한 결합형 양방향 필터

기존에는 중앙 처리 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
를 이용한 순차적인 프로그래밍이 널리 사용되었으나, 최
근에는 그래픽처리 장치(graphic processing unit, GPU)를
이용한 병렬 프로그래밍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NVIDIA 사에서 CUDA라는 C언어 기반의 병렬처리 라이브

러리를배포하면서 연산 시간 단축에크게 기여하고 있다
[4].

Kinect depth camera

Depth image Color image

Texture memory

Joint
bilateral

filter

Weig-
hting
factor

Refined depth image

Display device

Real-tim
e 

그림 2. CUDA를 이용한 결합형 양방향 필터의 순서도
Fig 2. Flowchart of joint bilateral filter using CUDA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Kinect로부터 얻은 동일한 장면에

대한 깊이 영상과 색상 영상을 앞서설명한 CUDA를 이용

하여 구현된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정

한다. 그림 2는 CUDA를 이용한 결합형 양방향 필터의순

서도를 나타낸다.
먼저 Kinect로부터 얻은 깊이 영상과 색상 영상을 2차원

영상 처리에 적합하게 설계된 CUDA의 텍스쳐 메모리에

적재한 다음, 이 영상에 대한 결합형 양방향 필터 계산을

병렬 수행한다. 단일 화소에 대한 결합형 양방향 필터 계산

을 GPU의 쓰레드 함수 하나에 할당하고 영상에 존재하는

화소의 개수만큼쓰레드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속도를 개

선시킨다.
또한,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결합형 양방향 필터 내

부에서 계산할 가중치 인자를 쓰레드 함수 실행 이전에미

리 계산해두고, 그 값이 필요할 때에만 가져다 쓰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 가중치 인자는 GPU 내부의 다른메모

리들보다 상대적으로 읽기 접근 속도가 빠른 상수 메모리

에 저장하여 수행 속도를 더욱 향상시킨다.
가중치 인자를 계산할 때에는 커널의 크기가 커짐에 따

라 연산량이급격하게증가한다. 이러한 2차원 Gaussian 함
수는 1차원 함수의 곱으로 분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보다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주는 필터를 구현한

다
[5].
결합형 양방향 필터의 수식을 살펴보면 식 (1)과 같다.

åå

åå

Î Î

Î Î=

p p

p p

uu vv

uu vv
i

o vuW

vuDvuW
yxD

),(

),(),(
),( (1)

여기서 Di는입력 깊이 영상을 나타내고 W는 가중치 인

자이다. 이것을 (u,v)에 위치한 화소에 대해서 각각을 계산

하고 가중치 인자의 총합으로 나누는 정규화를 거쳐서 Do

를 계산한다. u와 v는 필터 커널 내부의 특정 위치를 나타

내는벡터 up와 vp의 원소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rxrxu p +-= L (2)

},,{ ryryv p +-= 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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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와 수식 (3)에서 각각의 기호를 그림으로설명하

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낼수 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격자

는 영상의 화소들을 나타내고 바깥쪽의 두꺼운 선으로 표

시된 사각형은 필터 커널을 나타낸다. 필터 커널에서 (u,v)
는 인접 화소의 위치를 나타내고 (x,y)는 중심 화소의 위치

를 나타낸다. 또한 r은 필터 커널의 반지름을 나타낸다. 앞
에서 설명한 벡터 up와 vp는 수평과 수직의 위치에 나타냈

다.

(x,y)

(u,v)

r

pu
r

pv
r

그림 3. 기호에 대한 설명
Fig 3. Description on a symbol

또한 가중치 인자 W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î
í
ì

×
=

=
otherwisevufvug

vuDif
vuW i

,),(),(
0),(,0

),( (4)

f(u,v)는 거리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공간 필터를 나타내

고, g(u,v)는 필터커널에서 표적 화소와 주변 화소와의 색

상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범위 필터를 나타낸다. 이 두 함수

는 모두 Gaussian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2

|),(),(|exp{),( 2

2

Rσ
vuIyxIvug -

-= (5)

}
2

)()(exp{),( 2

22

Dσ
vyuxvuf -+-

-= (6)

여기서 σR과 σD는 각각의 Gaussian 함수에대한 표준편차

를 의미한다. 이 값에 따라 Gaussian 분포의폭이 결정된다.

2. 계층적 접근법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한번 수행한 결과로는 Kinect로부

터 얻은 원본 깊이 영상의 모든 부분을 채울수 없다. 깊이

값이 서로 다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값으로 채워지

거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본

깊이 영상에서의 깊이 값이 없는 폐색영역을 모두 채우기

위해서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계층적으로 수행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6]. 계층적 접근 방법은 그림 4와 같

은 방법으로 수행된다.
계층 1은 원래 크기의 색상 영상과 깊이 영상을 가지고

있다. 계층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하위 계층이며 하위 계층

으로 갈수록 영상의 크기가 1/2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원

본 영상의 크기가 640x480이면 계층 2에서의 영상의 크기

는 320x240이 된다. 또한 계층 3에서는 160x120으로 줄어

든다. 그림 4에서아래 계층으로갈수록 해상도가낮아지는

것을알수 있다. 영상의크기는 하위 계층으로갈수록 작아

지지만 결합형 양방향 필터의 크기는 모든 계층에서 동일

한 크기를 사용한다. 또한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하위계층

의 제한을 계층 5까지로 제한을 했다.
그림 5는 계층 사이의 깊이 영상 보정 과정을 자세하게

표현한 그림이다. 먼저 각 계층의 영상을 생성한뒤에 가장

하위 계층에서 그 계층의 색상 영상과 깊이 영상을 이용하

여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수행한다. 이 결과로 나온 깊이

영상을 상위 계층의 깊이 영상에서 깊이 값이 없는 폐색

영역에 복사한다. 위 계층과 아래 계층의 영상크기가 2배
의 차이를 가지므로 위 계층의 깊이 영상에 2개의 화소 당

1개의 화소씩아래 계층의 깊이 화소 값으로 채워진다. 이
렇게갱신된 깊이 영상과 해당 계층의 색상 영상을 이용하

여 다시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수행한다. 이 결과로 나온

보정된 깊이 영상을 이용하여 다시 상위 계층의 깊이 영상

에서 깊이 값이 없는 폐색 영역에 복사하고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장 상위 계층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여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폐색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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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층적 접근법의 순서도
Fig 4. Flowchart of hierarchical approach

(a) 1개의 계층
(a) one layer

   
(b) 2개의 계층
(b) two layers

    
(c) 4개의 계층
(c) four layers

그림 6. 계층 수의 증가에 따른 결과 깊이 영상
Fig 6. Result depth map with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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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계층 사이의 깊이 영상 보정 과정
Fig 5. Depth map refinement between levels

이 채워진 깊이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6은 계층 수를

늘려감에 따라 계층적 접근법을 수행한 결과이다. 계층 수

가 늘어날수록 깊이 영상의 화질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

다. 먼저 1개의 계층을 사용한 깊이 영상에서 좌상단의 물

체에 대해 찌그러진 형태의 깊이 정보를 획득했다[7]. 하지

만 4개의 계층을 사용한 깊이 영상에서는 물체 원형 그대로

의 깊이 정보를 획득했다. 또한 Kinect 깊이 카메라의 시야

각 때문에 영상의 테두리 부분에서 깊이 값을 얻지못하는

부분이 존재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계층 수를늘려감에

따라 적절한 깊이 값으로 채워진 영상을 획득했다. 그리고

탁자의 오른쪽 영역에서 생긴홀 부분도탁자에 대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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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채워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CUDA

CUDA는 GPU를 이용한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한 병렬

계산을 하는데 기반이 되는 통합 개발환경이다. 본 논문에

서는 CUDA를 이용하여 앞서 소개한 결합형 양방향 필터

의 연산을 병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계산 시간을 줄인다.

1. 상수 메모리

제안한 방법은 연산 속도 향상을 위해 결합형 양방향 필

터에서 사용되는 가중치 인자들을미리 계산한 뒤그 값을

CUDA에서 제공하는 상수 메모리에 저장하고 실제 계산

수행 시에는 이를 참조하여 쓰는 방법을 사용했다. 상수메

모리는 DRAM에 있는 데이터를 읽기 전용으로 사용하며

캐시를 지원하는데 최초로읽어오는 데이터는 DRAM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GPU클럭으로 최소 400, 최대 500 사이클

이 소요되지만 한번 캐시에 올라온 값을 반복하여 재사용

할 때는 레지스터와 동일한 속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방법

을 사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상수 메모리와미리 계산된 가

중치 인자를 이용해서 속도를 향상시킨다.

2. 텍스쳐 메모리

CUDA에서 2차원 영상 처리와 관련하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텍스쳐 메모리이다. 텍스쳐 메모리는

오프칩인 DRAM에 대한 메모리 요청을 줄여줌으로써 매

우 효과적인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텍스쳐

캐시는 공간 구역성을 자주 드러내는 메모리 접근 패턴을

가진 그래픽스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자주 사용된다
[8]. 여

기서 공간 구역성이란 일단 하나의 기억 장소가 참조되면

그 근처의 기억 장소가 계속 참조되는 경향이 있는 특성

을 의미한다. 2차원 영상 처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

한 공간 구역성이 잘 드러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

기 때문에 CUDA의 텍스쳐 메모리는 2차원 영상 처리에

있어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

법에서는 텍스쳐 메모리에 색상 영상과 깊이 영상을 미리

적재하고 결합형 양방향 필터의 계산 시에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시간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

계를 했다.

Ⅳ. 실험 결과

먼저 제안한 깊이 영상 보정 방법을 Intel Xeon CPU 
(2.53Ghz)로 수행된 영상과 Geforce GTX Titan GPU로 수

행된 영상을 그림 7과 그림 8에 나타냈다. 영상의 해상도는

색상 영상과 깊이 영상 모두 640x480이다. Kinect에서 기

본적으로 획득한 영상의 해상도는 색상 영상이 640x480이
고 깊이 영상이 320x240이지만 OpenNI의 depth generator
를 사용하여 깊이 영상에 대해서 640x480으로업샘플링한

영상을 사용했다. 그리고 결합형 양방향 필터에서 σR의 값

은 5, σD의 값은 30으로설정했다. 여기서는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한번 수행한 것을 기준으로삼고 각각 CPU와 GPU
로 구현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그림 7. CPU를 이용하여 계산된 영상
Fig 7. Depth map computed by using CPU

그림 8. GPU를 이용하여 계산된 영상
Fig 8. Depth map computed by using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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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상의 오른쪽에 영상의 일부를 확대하여 나타냈다. 
확대된 두 영상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전혀화질의 차이가

존재하지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결과가완전히 같기

때문에 차이 영상을 구해보면 영상 전체가 완전히 검은색

인 영상을 얻게 된다. 하지만 수행 시간의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GPU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필터를 수행한

것이 CPU 프로그래밍을 이용했을 때보다 현저하게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은 다양한 영상샘플에 대해서

CPU와 GPU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행 시간을 나타낸 것이

다. 영상은컴퓨터 비전 분야에서잘알려진 middlebury 사
이트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사용했고 그 중에 venus, tsuku-
ba, cones의총 3개의 영상 시퀀스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했

다. 각 영상에서 실험 결과를 통해 GPU를 사용한 경우 약

5000배이상의 수행 시간 단축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결
합형 양방향 필터에서 σR의 값은 15로설정하고 σD의 값은

venus와 tsukuba 영상의 경우에는 10, cones 영상의 경우에

는 0.6으로 설정하고 실험했다.

Sample
(size) CPU(ms) GPU(ms) times

Venus
(434x383)

103148 19.93 5175.51
100727 19.99 5038.86
102403 20.17 5076.99
102309 20.09 5092.53
102078 20.07 5086.09

Tsukuba
(384x288)

68343 13.46 5077.48
68778 13.33 5159.64
67574 13.35 5061.72
67981 13.4 5073.20
66483 13.31 4994.96

Cones
(450x375)

115536 21.46 5383.78
118697 20.78 5712.07
119631 20.98 5702.14
115784 20.66 5604.25
118248 20.99 5633.54

표 1. CPU와 GPU기반의 알고리즘 수행시간 비교
Table 1. Algorithm running time comparison between CPU and GPU

다음으로 화질향상에 대한 평가를 위해 bad pixel rate 
(BPR)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스테레오 매칭알고리

즘인 SSD 방법을 통해 얻은 깊이 영상과 여기에 계층적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수행시켜 나온 깊이 영상을 ground 
truth영상과 비교하여 bad pixel rate를 측정해 보았다

[9]. 그
림 9와 표 2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Venus와 tsukuba
영상에서는 확연히 BPR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cones영상에 대해서는 원래의 영상과 비슷한 수치

를 보인다.

(a) 계층적 결합형 양방향 필터 적용 전
(a) Before hierarchical JBF

(b) 계층적 결합형 양방향 필터 적용 후
(b) After hierarchical JBF

그림 9. 스테레오 매칭 결과에 계층형 결합형 양방향 필터 적용
Fig 9. Hierarchical JBF to result of stereo matching

Sample
Bad pixel rate(%)

Before JBF After JBF
Venus 12.02 7.96

Tsukuba 8.9 6.43

Cones 16.39 16.32

표 2. Bad pixel rate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bad pixel rat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UDA를 이용한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보정된 깊이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깊이 영상의 화질을 더욱 더 향상

시키기 위해서 계층별로 영상의 해상도를 조절하여 색상

영상과 깊이 영상을 구한 다음,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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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올라가면서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부분의 홀 영역이 채워진 깊이영상을 구하는 계층적

접근 방법도 사용했다. 원본 깊이 영상과 제안한 방법의 결

과로 나온 깊이 영상의 화질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제안한

방법이 깊이 영상의 주관적 화질을 향상시킨 것을 확인했다. 
또한, CPU로 수행된 방법과 GPU로 수행된 방법을 비교하

여 보았을 때, 화질 면에서는 동일한 화질 향상 수준을 보이

지만 수행 시간 면에서는 GPU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결합

형 양방향 필터를 수행한 것이 CPU 프로그래밍을 이용했을

때보다 현저하게빠른것을 확인했다. 실험 결과는 초당 55
장면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카메라로부

터입력되는 깊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에충분한 속

도임을 확인했다. 화질향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스테레오 매칭의 결과로 얻은 깊이 영상과 여기에 계층적

결합형 양방향 필터를 적용하여 얻은 깊이 영상에 대해서

bad pixel rate를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더

낮은 bad pixel rate를 나타냄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제안한

방법이 물체의 경계를 잘 맞추고 있어 3차원 물체를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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