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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영상 및 비초점 영상으로부터 깊이맵을 생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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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카메라 초점에 의해 발생하는 흐림(blur)의 변화는 깊이값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DFD(Depth from Defocus)는 깊이값과 흐림의

비례 관계를 이용하여 흐림의 양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기존 DFD 방법은 입력으로 두 장의 비초점 영상(defocused image)을 사용하

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낮은 품질의 복원된 초점 영상(infocused image)과 깊이맵을 얻고 있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초점

영상과 비초점 영상을 이용함으로써 복원된 초점 영상의 품질 저하를 해결한다. 제안 방법에서는 Subbaro가 제안한 DFD 방법에 새로

운 에지 흐림 측정 방법을 결합하여 보다 정확한 흐림 값을 구한다. 또한 명암의 변화가 적은 영역에서는 흐림의 양을 측정하기가 어

렵기 때문에, 관심맵(saliency)을 이용하여 비에지 영역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서는 초점 조절 기능이 있는 카메라로부터 20 
장의 2K FHD 해상도의 초점 및 비초점 영상을 생성한 후에 제안 방법을 이용하여 깊이맵을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입력 초점 영상과

깊이맵으로부터 3D 입체영상을 제작하였다. 3D 모니터로 시청한 결과 안정된 3D 공간감과 입체감을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Blur variation caused by camera de-focusing provides a proper cue for depth estimation. Depth from Defocus (DFD) technique 
calculates the blur amount present in an image considering that blur amount is directly related to scene depth. Conventional DFD 
methods use two defocused images that might yield the low quality of an estimated depth map as well as a reconstructed 
infocused image. To solve this, a new DFD methodology based on infocused and defocused images is proposed in this paper. In 
the proposed method, the outcome of Subbaro’s DFD is combined with a novel edge blur estimation method so that improved blur 
estimation can be achieved. In addition, a saliency map mitigates the ill-posed problem of blur estimation in the region with low 
intensity variation. For validating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twenty image sets of infocused and defocused images 
with 2K FHD resolution were acquired from a camera with a focus control in the experiments. 3D stereoscopic image generated 
by an estimated depth map and an input infocused image could deliver the satisfactory 3D perception in terms of spatial depth 
perception of scene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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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 방법의 전체 블록도
Fig 1. The overall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method

Ⅰ. 서 론

3D 입체영상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두 개의 센서가 장착된 3D 입체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접

좌우 입체영상을 얻는다. 깊이 카메라(depth camera)와
RGB 카메라를 사용하여 깊이맵을 얻은 후에, 입체영상 또

는 다시점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1]. 2D-to-3D 변환은 한 장

의 영상으로부터 깊이맵을 추출한 후에, 입체영상을 생성

한다. 그러나 한 장의 영상으로부터 얻어진 깊이맵은 저하

된 성능으로 만족할 수 있는 3D 입체영상을 얻는 것이 어렵

다. 다른 방법인 DFD(Depth from Defocus) 기술은 흐림

(blur)이 존재하는 두 장의 비초점 영상(defocused image)으
로부터 자동 초점으로 촬영한 흐림이 없는 복원 초점 영상

(infocused image)과 깊이맵을 얻는 기술이다
[2-7]. 깊이는 영

상의 흐림(blur)에 비례하기 때문에, DFD는 모노 카메라

(monoscopic camera)에서 초점(focus)을 조절하면서 영상

의 흐림을 측정하여 깊이맵을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DFD을 기반으로 깊이맵을 얻은 후에, 이를 이용하여 입력

초점 영상으로부터 우수한 화질의 입체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Pentland는 조리개를 조절하여 흐림이 다른 영상들을

획득한 후에, 매칭되는 픽셀의 흐림의 양을 구하는 방법

을 이용하였다
[2]. Wei 등은 마찬가지로 두 장의 흐림 영

상으로부터 상대적 흐림과 확산 방정식을 이용하여 흐림

영상의 모델을 만든 후에, 이로부터 깊이를 구한다
[4]. 

Namboodir 등은 확산 방정식 및 MRF(markov random 

field)를 이용하여 비초점 영상으로부터 깊이 영상을 생성

하였다
[5]. Subbaro 등은 초점을 변경하면서 얻은 두 장의

영상에서 라플라시안 함수를 이용하여 흐림의 양을 측정

하였다
[7]. 

기존 DFD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장의 비초점 영상으로

부터 초점 영상과 깊이맵을 추출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복원된 초점 영상 및 깊이맵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3D 입체영상을 생성하면 당연히

입력 데이터의 문제 때문에 낮은 품질을 얻게 되어서, 실제

상용화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

초점(auto-focus)에서 얻은 초점 영상과 초점을 조절하여

얻은 흐림이 있는 비초점 영상으로부터 깊이맵 및 입체영

상을 생성한다. 깨끗한 화질의 초점 영상을 사용하기 때문

에 생성된 입체영상도 비례적으로 좋은 화질을 가지게 된

다. 또한 상기 기존 방법들만을 사용하면 측정된 흐림값의

성능이 좋지 않은 결과가 얻어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이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 방법을 동시에 구현하고, 이들을 통합하

면 성능 개선을 얻을 수 있다.
제안 방법에서는 먼저 Subbaro가 제안한 DFD 알고리즘

을 기반으로 에지(edge)에서의 흐림의 양(blur amount)을
추출하는데

[7], 이 방법의 단점인 에지에서의 흐림 측정값의

성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서 에지에서의 흐림의 양을 측

정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Subbaro 방법을 보완한다. 또한 명

도(intensity) 값의 변화가 적은 영역의 깊이값을 얻기 위해

서 관심맵(saliency map)을 활용하는데, 별도의 저주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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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카메라로 촬영하여 얻은 두장의 영상. (a) 초점 영상 및 (b) 비초점 영상
Fig 2. Two images captured by a camera. (a) infocused image and (b) defocused image

터링 없이 입력 데이터인 초점 영상과 비초점 영상을 직접

활용하도록 하여 연산량을 줄인다. 상기 제안 방법의 전체

블록도는 그림 1에서 보여진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그림 1

의 제안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Subbaro의 DFD, 이를 보

완하는 에지값의 차이를 이용한 기법 및 관심맵에 대해 설

명한다. Ⅲ장에서는 제안 방법으로부터 얻어진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 방법

그림 1의 제안 방법에서 먼저 두 장의 입력 RGB 영상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 대의 카메라로부터 초점

(focus)을 조절하면서 먼저 깨끗한 초점 영상을 촬영하고, 
다음에 초점을 조절하여 흐림(blur)이 있는 비초점 영상을

촬영하여 두 장을 저장한다 (그림 2). 이 두 장의 영상으로

부터 각 픽셀(pixel)에 존재하는 흐림의 양(blur amount)을
측정한다. 이 흐림의 양이 크면 객체가 카메라로부터 가까

운 거리에 있고, 반대로 흐림이 작으면 먼 거리에 있기 때

문에, 이로부터 깊이맵을 만들 수 있다. 
이 흐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

고, 두 결과를 통합하여 최종 흐림의 양을 얻은 후에 에지

에서의 깊이맵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명도의 차이가 없는

비에지 등의 픽셀은 관심맵을 이용하여 채우게 된다.

1. Subbaro DFD 방법[7]

먼저 기본적으로 Subbaro가 제안한 DFD 방법을 사용한

다. 비초점 영상은 이고 초점 영상은 이다.  및 에

라프라시안(Laplacian) 연산자를 적용하여   및  

을 구한다. 실제 구현에서는  는 다음 라플라시안 콘볼

류선 필터 L를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이 필터는 값의 변화

가 큰 픽셀을 찾게 된다.

 










  
  
  

(1)

두 라프라시안 연산을 얻은 결과 영상의 평균값을 다음

과 같이 구한다.

  

 


(2)

이 가지고 있는 흐림의 양이 이고, 가 가지고 있는

흐림의양이 이면 두흐림의관계는 다음과같이표현된다.




 ⋅ 


 (3)

두 영상의 흐림의 차이가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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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에지 크기를 이용하는 흐림 측정 방법
Fig 3. The blur estimation method using edge magnitude

                               (a)                                        (b)

그림 4. 거리에 따른 에지 그라디언트의 비교. (a) 에지 프로화일 및 (b) 그라디언트의 차이
Fig 4. The comparison of edge gradients with respect to distance. (a) edge profile and (b) gradient difference

  (4)

식 (2) ~ 식 (4)로부터 다음 식을 구할 수 있다.

 


(5)

초점 영상의 흐림의 양은 0이므로, 다음 식에 의해 비초

점 영상의 흐림의 양 BLURS을 계산할 수 있다.

                                 

BlurSG (6)

2. 에지 크기의 차이에 따른 흐림 계산

Subbaro의 DFD는 기존 방법들과 유사하게 에지(edge)
에서의 흐림이 정확히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깊

이맵의 성능에 영향을 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에지에

서 흐림을 구한 후에, 이 결과와 Subbaro의 DFD 결과를

선형적으로 결합한다. 그림 3은 에지에서 흐림의 양을 측정

하는 방법의 블록도를 보여준다. 먼저 두 영상에 각각 에지

연산자를 적용하여 에지를 구한다. 실험에서는 소벨 에지

연산자를 사용하였다. 에지 연산으로부터 에지 크기(ma- 
gnitude) 및 방향(orientation)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중 에지

의 크기를 이용하여 흐림의 양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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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부터 가까운 객체와 먼 객체의 에지의 분포는

그림 4에서 보여진다. 초점 영상보다는 흐림이 존재하는

비초점 영상에서 에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변화한다. 
에지 프로화일(edge profile)의 그라디언트(gradient)는 기

울기(slope)를 의미하는데, 가까운 객체의 그라디언트의 차

이값 이 보다 크게 된다. 따라서 이 차이 값에 따라

객체의 상대적 거리 즉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초점 영상과 비초점 영상의 에지에서 흐림을 측정하기

위해서, 각 픽셀에서 흐림의 차이를 계산해야한다. 에지를

계단 에지(step edge)라고 가정했을 경우, 이상적인 계단 에

지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될 수 있다.

  (7)

위 식에서 는 계단 함수(step function)이고, 는

진폭(amplitude), 는  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계단

함수의오프(offset)이다. 에지 흐림은 이상적인 에지와 PSF 
(점확산함수, point spread function)의 회선(convolution)으
로 모델링될 수 있다. 1차원 신호의 PSF는 가우시안 커널

 에 의해 모델링 된다. 그러므로 흐려진 에지  

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8)

여기서 함수 는 다음의 가우시안 함수이다.

 








(9)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초점 영상과 비초점 영상의 동일

한 위치에서 계단 에지와의 상대적 그라디언트 차이가 계

산되는데, 이 차이 값은 흐림의 양에 비례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상적인 계단 에지의 흐림 값은 0이다. 그러나

카메라의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초점 영상에서도 작은

값의 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초점 영상의 에지

와 비초점 영상의 에지  의 그라디언트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  ∇⊗  











(10)

∇ ∇⊗  











(11)

위 식에서 흐림의 양 와 는 초점 신호와 비초점 신호

의 표준 편차이다. ∇ 와 ∇는 그라디언트의 크

기이다. 는 보다 크고 는 0에 가까운 작은 값이다.

그라디언트의 최대값은  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식 (10)과 (11)로부터 다음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 


(12)

∇ 


(13)

초점 신호와 비초점 신호의 그라디언트 차이는 다음과

같다.

∇∇ 
























(14)

여기서 는 상수값이다. 는 보다 상당히 크고, 

는 0에 가까운 작은 값이므로, 분모 는 분자인

()에 비해 항상 작은 값이다. 그러므로, 그라디언트

차이는 흐림 양의 변화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 (15)

는 작은 값이므로, 그라디언트 차이로부터 변하는 흐

림 영상의 흐림의 양 를 측정할 수 있다.

BlurEdge ∇ei ∇ed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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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은 2D 영상으로 쉽게 응용될 수 있다.
식 (6)과 식 (16)에서 구해진 blur의 가중치 합으로 에지

에서의 최종 블러 값을 구한다.

BlurT ⋅BlurSBlurEdge (17)

여기서 는 [0, 1]의 가중치이다. 실험에서는 실험영상들

을 대상으로 BlurS와 BlurEdge의 범위를 측정하였고, 가

장 좋은 결과는   = 0.3에서 얻을 수 있었다.

3. 비에지 영역의 깊이값 채움
 
명암의 변화가 적은 비에지(non-edge) 영역의 흐림 측정

은 어려운 문제이다. 왜나하면 이 영역에서는 초점 영상과

비초점 영상에서의 명암 값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심맵(saliency map)을 이용한다. 관
심맵은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온분야이다. 이중 제

안 기술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관심맵 생성 방법을 이용한

다. Achanta 등이 제안한 관심맵을 얻는 공식은 다음과 같

다[8]. 먼저 RGB 영상을 Lab 컬러로 변환한 후에, 다음과

같이 L, a, b의 평균값을 구한다. 

 
 

∈


 
 

∈
  

 
 

∈


(18)

여기서, M은 영상 I의 픽셀개수이다. 다음에 L, a, b 영상에

가우시안 저주파 필터 G를 적용한다.

  ⊗L
  ⊗ a
  ⊗b

(19)

마지막으로 관심맵 SAL은 다음 식에서 구해진다.

  (20)

이 관심맵 생성 방법이 본 논문의 제안 방법에 적합한

이유는 [8]에서 사용하는 식 (19)의 가우시안 필터링 단계

가 불필요한데, 그 이유는 가우시안 필터링이 적용된 영상

은 비초점 영상을 직접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점에서 연산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평균값 는 초점 영상으

로부터 구해진다. 
식 (17)에서 얻어진 흐림 값의 범위가 Blur=[Bmin, Bmax]

이고, 관심맵의범위가 SAL=[Smin, Smax]이면, [Smin, Smax]를
[Bmin, Bmax]에 선형 변환으로범위를 같게 한 후에, 두 값의

합으로 최종 깊이맵을 얻었다.

Ⅲ. 실험 결과

실험에서는 그림 5의 초점 조절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오토포커스(auto focus)에서 먼저 초점 영상을 촬

영하고, 수작업으로 초점 레블(focus level)을 조절하여 또

한 장의 비초점 영상을 얻었다. 그림 6은 초점을 조절하는

 

그림 5. 실험에서 사용한 카메라
Fig 5. The camera used in the experiment

그림 6. 초점 레블을 제어하는 카메라 구조
Fig 6. The camera configuration controlling the focus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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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험실에서 얻은 20장의 초점 영상들
Fig 7. Twenty infocused images captured in the lab

그림 8. 실험영상과 결과 영상. (a) 초점영상, (b) 비초점영상, (c) Subbaro의 DFD로부터얻어진 흐림 영상, (d) 에지 흐림 측정 방법에서 얻어진흐림영상, 
(e) 관심맵, 및 (f) 최종 깊이맵
Fig 8. Test images and resulting images; (a) infocused images, (b) defocused images, (c) depth maps from Subbaro’s DFD (gray values are 
multiplied by 2 for better representation), (d) depth maps from edge blur estimation (gray values are multiplied by 2), (e) saliency maps and 
(f) combined depth maps.

카메라 구조를 보여준다. 초점레블은 [0, 5]의 스케일로 있

는데, 실험에서는 깊이맵의 성능은 스케일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상 해상도는 1920x1080p 

FHD 영상이고, 실험실에서 총 20 장의 초점 영상 및 비초

점 영상을 생성하였다 (그림 7).
얻어진 실험 영상에 제안방법을 적용하여 단계별로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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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부터 얻어진 깊이맵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림 8은
전체 20 장 중에서 7 장의 실험영상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

다. 그림 8(a)는 초점 영상이고, 그림 8(b)는 초점을 조절하

여 얻은 흐림이 있는 비초점 영상이다. 두 영상을 비교해보

면 흐림이 비초점 영상에서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림 9는 영상 일부를 확대해서 보여준다. 그림 9(a)는 초점

영상이고, 9(b)는 비초점 영상이다. 초점을 조절하면 상대

적으로 흐림 현상이 더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초점을조절해서 얻은 초점영상과 비초점영상. (a) 초점 영상및 (b) 
비초점 영상

Fig 9. Infocused and defocused images captured by controlling the 
focus. (a) infocused image and (b) defocused image

Subbaro의 DFD로부터 얻어진 흐림 영상은 그림 8(c)에
서 보여진다. 단점은 전경과 배경에서의 블러의 차이가 크

지 않아서, 이 깊이맵을 이용하여 얻은 입체영상을 시청하

면 전경과 배경의 분리가뚜렷하지 않게 된다. 그림 8(d)는
에지 크기를 이용하여 얻은 흐림을 보여준다. 에지에서의

흐림이 객체의 거리에 비례하여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실제 입체영상으로 시청할 때의 객체들의

거리감으로 보여지는데, Subbaro의 DFD보다는 개선된 입

체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0의 확대 영상을 보면, 그림

10(a) 영상의 적색 사각형 내부에서 Subbaro의 DFD에서

얻은 흐림 영상은 그림 10(b)에서 보여지고, 에지 흐림 측정

방법에서 얻은 흐림 영상은 그림 10(c)에서 보여진다. 전자

의 방법은 경계 및 비에지 영역에서도 신뢰성이 낮은 데이

터를 주는데 반해서, 후자에서는 에지에서 상대적으로 우

수한 성능의 흐림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그림

10(c)의 세 영역 A, B, C를 관찰하면, 카메라로부터의 거리

에 따라서 흐림의 양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0. (a)의 영상에서 적색 사각형 내부의 흐림 비교. (a) 입력 영상, (b) 
Subbaro의 DFD로부터 얻어진 흐림 영상 및 (c) 에지 흐림 측정 방법에서
얻어진 흐림 영상

Fig 10. The comparison of close-up blur images inside the red box.  
(a) input image, (b) a blur image from Subbaro’s DFD and (c) a blur 
image from edge blur estimation

실험영상에 적용하여 얻어진 관심맵은 그림 8(e)에서

보여진다. 주 목적이 비에지 등의 명암 변화가 적은 영역

을 채우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앞에 있는 전경 객체에는

큰 관심도 값이, 반대이면 적은 값이 얻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Image 6의 (f)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관심맵이 얻어진다. 마지막으로 그림 8(f)의
최종 깊이맵을 관찰하면 전체적으로 거리감을 알 수 있

는 안정된 깊이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실험에서는 상기

3가지 방법에서 구해진 깊이값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최

종 깊이값을 계산하였다. 이 깊이맵과 원 초점 RGB 영상

을 사용하여 얻어진 인터레이스 포맷의 입체영상은 그림

11에서 보여진다. 이 영상들을 3D 모니터로 시청하였는

데, 전체적으로 시각적 불편함 없이 우수한 공간감 및 거

리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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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인터레이스 포맷의 입체영상
Fig. 11. Stereoscopic images in interlaced format

IV.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DFD 기반으로 초점 및 비초점 영상으로

부터 깊이맵을 얻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두 장의 비초점 영

상으로부터 흐림이 없는 초점 영상 및 깊이맵을 생성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초점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함으로써 입

체영상의 화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Subbaro의 DFD의 성

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 영상의 에지 크기를 이용하

는 흐림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실험에서 보였듯이, 에
지에서의 흐림 측정이 매우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또한 명암의 변화가 적은 영역의 흐림 측정은 정확한

값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심맵을 이용하여 비에지 영

역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관심맵 계산에서 필요한

가우시안 필터링을 수행하지 않고 직접 비초점 영상을 활

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측면에서

깊이맵 생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실험실에서 촬영한

20 장의 영상을 실험한 결과, 전체적으로 안정된 3D 공간

감 및 입체감을 얻을 수 있었다. DFD에서 측정된 흐림의

양은 카메라 촬영시 발생하는 조명 변화, 카메라 노이즈때

문에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향후 연구의 주요

사항은 얻어진 흐림 데이터에 후처리를 이용하여, 깊이맵

의 화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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