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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초점/비초점 영상에서 깊이 지도를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그래프 컷(Graph Cut)과 이산 
웨이블릿 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한 깊이 지도 생성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우선 해당 
영상을 영역 별로 처리하기 위해 그래프 컷 방법으로 각 픽셀 간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분할한다. 그 다음 분할 영역
을 레이블링 하여 원 영상의 분할 영역 정보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원 영상 내의 주파
수 정보를 나타내는 LL, LH, HH, HL 부대역(Subband)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4개의 부대역 중 영상의 초점/비초점 
영역을 분석할 단서가 되는 HH, HL 대역을 이용하여 주파수 지도를 생성한 뒤 분할 영역에 따라 깊이 정보를 계산
함으로써 깊이 지도를 추출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초점 정보인 블러(Blur)의 양에 따라 동적인 깊이의 할당이 가능하
여 효율적인 깊이 지도의 생성이 가능하였다. 실험으로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방법을 통해 제안하는 방
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주제어 : 깊이 지도 생성, 초점/비초점, Graph Cut, Discrete Wavelet Transform, 주파수 정보, 레이블링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detph map creation method using Graph Cut and Discrete 
Wavelet Transform. First, we have segmented the original image by using Graph Cut to process with its each 
areas. After that, the information which describes segmented areas of original image have been created by 
proposed labeling method for segmented areas. And then, we have created four subbands which contain the 
original image’s frequency information. Finally, the depth map have been created by frequency map which made 
with HH, HL subbands and depth information calculation along the each segmented areas. The proposed method 
can perform efficient depth map creation process because of dynamic allocation using depth information. We 
also have tested the proposed method using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method to evaluate 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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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 3D 디스 이 등과 같은 하드웨어 기술의 발

에 비하여 3D 콘텐츠의 수는 아직도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3D 산업의 병목 상은 산업의 발달

에 악 향을 주는 문제 으로써 꾸 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표 인 방법으로는 

2D/3D 변환 방법을 들 수 있다. 2D/3D 변환 방법으로 기

존에 사용되던 수작업, 고가의 촬  장비를 이용한 콘텐

츠 제작을 체하면 다량의 3D 콘텐츠의 생산이 가능하

고 3D 산업에 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3D 산업에 한 발 을 도모할 수 있다

[1,2]. 2D/3D 변환 방법은 원 상의 거리 정보를 담은 깊

이 지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깊이 지도는 상 내의 각 객체와 배경 등의 정보를 

멀고 가까운 정도에 따라 0~255 픽셀로 표 하는 그 이

스 일 상을 의미한다. 깊이 지도는 상 내의 여러 가

지 단서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깊이 지도 생성에 이용

되는 표 인 단서들은 텍스쳐, 선 원근, 색상,  정

보 등이 있다. 그러나 기존 깊이 지도 생성 방법은 오로

지 /비  분석의 개념으로 근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다. 일반 으로 카메라의 조리개 설정에 의해 

촬 된 상은 이 맺힌 부분을 제외한 역은 흐릿

하게 나오는 블러(Blur) 상을 보이게 된다. 재 

DFD(Depth From Defocus)방법과 같이 이 맺힌 

상을 이용하여 깊이 지도를 추출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  상을 이용

하여 깊이 지도를 효율 으로 생성해 내는 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상을 역 별로 처리하기 해 

그래  컷(Graph Cut) 방법으로 픽셀의 유사도에 따라 

상을 각 역으로 분할한다. 그다음 각 분할된 역을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 분할된 역들을 이블링

(Labeling) 하여 역들을 식별하기 한 분할 역 정보

를 생성한다. 그리고 주 수 분석 방법인 이산 웨이블릿 

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을 용하여 LL, LH, 

HL, HH의 주 수 부 역(Subband)을 생성하고 /비

 분석의 단서가 되는 LH, HH 역을 이용하여 주

수 지도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분할 역 정보와 주

수 지도를 이용하여 깊이를 할당함으로써 원 /비

 상의 깊이 지도를 생성한다. 

2. 관련 연구 

2.1 초점/비초점 영상

카메라에서 일정 값의 조리개 설정 혹은 자동  시

스템을 이용하여 상을 촬 했을 시 이 맞춰진 

역은 선명하고 그 외의 역은 흐릿하게 나오는 특성을 

보인다. 카메라의 조리개는 인간의 시각 기 인 안구 내

부에 있는 홍채라는 기 의 역할과 동일하다. 

즉 즈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 함으로써 을 

맞추는 것이다[4]. 다음 [Fig. 1]은 각각 먼 거리의 과 

가까운 거리의  상을 나타낸다.

 

 (a)                          (b)

[Fig. 1] (a) Far Focused Image, (b) Near Focused 
Image

/비  상 촬 의 학 구조상 원리는 다음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q. 1)

식(1)에서 는 카메라의 즈와 피사체 간의 거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 즈와 이 맞추어진 지 간의 

거리이다. 는  거리로써  ,  , 가 식(1)을 만족시

켰을 때 이 맞추어졌다고 정의할 수 있다[5]. 다음 

[Fig. 2]는 카메라  원리의 구조이다.

  

[Fig. 2] Camera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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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파수 분석

/비  상에서 비  역에는 흐릿한 상

을 보이는 블러(Blur)가 존재한다. 이는 곧 깊이 생성에 

있어서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은 상

의 주 수 공간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 

상 내의 선명한 부분은 고주 의 성분량이 높게 나

타나고 흐릿한 부분은 주 의 성분량이 높게 나타나므

로 주 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단서를 이용할 

수 있다[6]. 

주 수 분석 방법  이산 웨이블릿 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은 상의 주 수 역을 4개의 부

역(Subband)로 나 어 표 함으로써 정 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 이용되고 있다[7]. 다음 식(2)는 1

차원 웨이블릿 변환 과정이다.

                      

   
∞

∞
×  (eq. 2)

 

는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할 스 일 변수이고 

는 시간 역의 변수를 나타낸다. 는 변환 작업에서 모

함수로 사용되는 기  함수(Basis Function)이다. 는 입

력 신호이며 상처리에서는 픽셀 값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2)는 1차원 상에서의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의미한다. 즉 이를 상처리에 용시키려면 2차원 공간 

상으로 확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2차원 이산 웨이블릿 변

환이라 부른다. 다음 [Fig. 3]은 2차원 이산 웨이블릿 변

환의 과정이다.

[Fig. 3] 2D Discrete Wavelet Transform

Fig.3에서  , 는 각각 식(2)의 1차원 웨이

블릿 필터이다. 원 상에 하여 1차원 웨이블릿 필터를 

각각 행, 열 방향으로 용하여 4개의 주 수 부 역으로 

표 한다. 

다음 [Fig. 4]는 2차원 웨이블릿 변환 결과이다.

(a)                           (b)

[Fig. 4] (a) Original Image, (b) 2D Discrete 
         Wavelet Transform Result

3.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우선 원 상을 그래  컷 방법으로 

분할한 뒤 역 이블링을 통하여 각 분할된 역을 식

별하는 역 정보를 생성한다. 그 다음 다시 원 상에  

웨이블릿 변환을 용한다. 웨이블릿 변환을 통하여 나

온 LL, LH, HL, HH 부 역  HH, HL 역을 이용하여 

주 수 지도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주 수 지도와 역 식별 정보를 이용하

여 각 분할된 역 당 주 수의 정보를 계산하여 깊이 정

보를 할당함으로써 깊이 지도를 생성하게 된다. [Fig. 5]

는 제안하는 방법의 흐름도이다. 

[Fig. 5] A flowchart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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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래프 컷

그래  컷 방법은 입력된 상에 하여 각 픽셀을 노

드로 처리하고 각 픽셀간의 유사도는 에지로 처리한다. 

이때 픽셀간의 유사도에 따라 에지를 재연결하여 상을 

분할하게 된다[8]. 본 연구에서는 상 분석에 앞서 상

의 역을 일 성 있게 분할하기 하여 그래  컷 방법

을 사용하 다. 다음 [Fig. 6]은 그래  컷 분할 결과이다. 

  

(a)                           (b)

[Fig. 6] (a) Original Image, (b) Graph Cut Result

3.2 분할 영역 레이블링

분할된 역의 근과 깊이 할당 처리를 해서는 그

래  컷을 통하여 얻어진 각 분할된 역을 식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래  기반의 분

할 역 이블링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분할 역 

이블링 방법은 그래  컷으로부터 얻어진 픽셀 그래  

정보를 이용한다. 원 상에 한 그래  내의 각 노드들

의 연결 정보를 별하여 분할된 역마다 고유한 식별 

번호를 부여한다. 다음은 식별 번호의 계산 과정이다.

                                       

  ≥   ⋯ (eq. 3)

 

는 그래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노드를 의미

한다. 는 각 노드 의 이웃 노드이다. 모

든 노드에는 노드값을 고유의 연결 데이터로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이 노드값을 비교하여 연결 데이터가 동일함 

즉 두 노드가 연결되어있다면 같은 노드값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이 노드값을 고유 식별번호   로 처리한

다. 다음은 식별 번호의 할당을 통한 이블링 과정이다. 

각 분할 역을 식별하는 정보를 생성한다.

                                                   

  









        (eq. 4)

 

분할 역 정보는 원 상과 동일한 크기인 가로 

 , 세로 의 2차원 행렬이며 각 픽셀 마다 그에 해당되

는 고유 식별번호 을 할당한다. 다음 [Fig. 7]은 이

블링을 통한 분할 역의 이블링 과정이다.

 

(a)                            (b)

[Fig. 7] (a) Segmented Area, (b) Labeling Result

3.3 주파수 지도

본 논문에서는 원 상 내의  역과 비  역

을 구별하기 하여 주 수 지도를 생성한다. 주 수 지

도를 생성하기 해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사용하 다.

일반 으로 /비  상에서  역은 고주  

성분이 높게 나타나고 비  역은 주  성분이 높

게 나타난다[9,10]. 

일반 으로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통하여 생성되는 

LL, LH, HL, HH 4개의 부 역  HH 역이 이러한 특

성을 잘 나타낸다. 다음 [Fig. 8]은 원 /비  상

의 HH계수이다.

 

 

(a)                          (b)

[Fig. 8] (a) Original Image, (b) HH Subband

그러나 상에 따라 비  역에도 충분히 객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비  역의 숨겨진 객

체 역에도 깊이를 할당하기 하여 고- 주  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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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 역을 이용하면 숨겨진 객체에도 효율 으로 깊이

를 할당할 수 있다. 

다음 식 (5), (6), (7), (8)은 원 /비  상에 

해 2차원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용하여 4개의 부 역

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주 수 지도를 생성하기 해 

HH 와 HL 계수를 선택한다.

         

 




 ×
 
 ×  

×× (eq. 5)

 




 ×
 
 ×  

×× (eq. 6)

                    

 




 ×
 
 ×  

×× (eq. 7)

 




 ×
 
 ×  

×× (eq. 8)

마지막으로 추출된 2개의 부 역을 가 치 합하여 주

수 지도를 생성한다. 다음은 HL, HH 부 역을 이용한 

주 수 지도의 생성 과정이다. 

  





 



   ∙  (eq. 9)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가 치 값 에 하여 

가장 최 의 주 수 생성 결과를 보여주는 0.07로 설정하

다. [Fig. 9]는 주 수 지도 생성 결과이다.

 

 

(a)                          (b)

[Fig. 9] (a) Original Image, (b) Frequency Map

3.4 깊이 지도 할당

이  작업인 상분할과 이블링을 통하여 생성된 

분할 역 식별 정보와 웨이블릿 변환을 통하여 생성된 

주 수 지도를 이용하여 깊이를 할당한다. 각 분할 역 

에 해당하는 역은 동일한 식별 번호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식별 번호가 설정된 픽셀들을 그룹으로 

하여 해당 역 주 수 지도 내의 값을 계산한다. 다음 

[Fig. 10]은 식별 정보를 이용한 역 근 과정이다.

[Fig. 10] Area Access Process 

의 처리 방식으로 동일 식별 번호가 부여된 역 당

의 주 수를 계산하여 깊이 지도를 생성한다. 우선 깊이 

값을 계산한 다음 다시 해당 역 내의 모든 값을 깊이값

으로 할당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주 수 지도는 상의 

/비  역 구분에 주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해당 

역 내의 주 수를 계산하면 각 역 당의 깊이 값을 얻

을 수 있다. 깊이 할당 과정은 다음과 같다.

   





 (eq. 10)

깊이 지도 에서 는 이블링을 통하여 얻어

진 분할 역 정보를 나타낸다. 는 역 내의 고유 식

별 번호이고 는 주 수 지도를 나타낸다. 는 동일

한 식별 번호가 부여된 각 역내의 총 픽셀의 개수이다. 

역별 주 수를 합한 뒤에 해당 역 내의 모든 픽셀 개

수로 나 어 깊이 값을 산출한 뒤 해당 깊이 값을 할당하

여 깊이 지도를 생성한다. 다음 [Fig. 11]은 깊이 지도 생

성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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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Frequency Map Final Depth Map

Pipe 5.266 (dB) 10.9785 (dB)

Monster 5.821 (dB) 13.6879 (dB)

Lighthouse 6.1853 (dB) 14.3395 (dB)

Flower1 5.4899 (dB) 10.9504 (dB)

Doll 4.1926 (dB) 9.2122 (dB)

Bridge 8.1255 (dB) 14.5372 (dB)

Flower2 6.1853 (dB) 11.8075 (dB)

Berry 7.4977 (dB) 9.5143 (dB)

<Table 1> PSNR Evaluation Result

(a)                        (b)

[Fig. 12] (a) Original Image, (b)Proposed Method

 

   

(a)                           (b)

[Fig. 11] (a) Original Image, (b) Depth Map

4. 실험 및 고찰

다음 [Fig. 12]는 제안하는 방법을 다양한 /비  

상에 사용한 결과이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상에 실험을 수행한 결

과  상에서 이 맺힌 부분에 높은 깊이 값이 할당되

어 있음을 확인하 다. 제안하는 방법에 한 성능 평가

는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방법을 이용하

다[11,12]. PSNR 방법은 깊이 지도 생성 기법의 성능 평

가 방법으로 리 쓰이고 있으며 이미지의 손실도를 측

정하여 dB 수치로 나타낸다. PSNR의 식은 다음과 같다. 

 












  (eq. 11)

   (eq. 12)

원본 깊이 지도에 해 제안하는 방법의 주 수 지도

와 최종 생성된 깊이지도로 실험을 수행한 PSNR의 결과 

수치는 다음 Table 1에 나타내었다. dB의 수치가 높을수

록 높은 정확도를 의미한다. 

주 수 지도를 기반으로 분할된 역에 깊이를 할당

함으로써 주 수 정보를 깊이 지도에 사용하 을 경우보

다 약 2배의 높은 PSNR 수치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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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  상의  역 비  

역을 별하여 깊이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비  상의 특성에 따라 주 수 분석 방법을 응용

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원 상을 그래  컷 분할  방

법으로 상을 일정한 역 별로 나  뒤 이블링 작업

으로 분할 역을 식별하여 각 역들을 원활히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다음 이산 웨이블릿 변환 방법으로 

상을 주 수 역으로 변환한 뒤 /비  상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2개의 역을 선택하여 주

수 지도를 생성하 다. 마지막으로 분할된 역 당 주

수 지도의 정보를 계산하여 깊이 값을 계산하고 할당함

으로써 깊이 지도를 생성하 다. 그러나 그래  컷 단계

에서 상이 고르지 못하게 분할되었을 경우 불완 한 

깊이 지도가 생성됨을 보 다.향후 연구로는 상 분할 

방법의 보완 등이 있으며 제안하는 방법을 더 효율 인 

상 분할 방법으로 보완할 경우 정확한 깊이 지도의 생

성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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