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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차원 단일 영상에서 3차원 깊이 정보를 복원하는 기술은 다양한 한계 및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기술임이 분명하다. 하지
만 2차원 영상은 임의의 3차원 정보의 투사의 결과라는 점에서 내재적 깊이 모호성(Depth ambiguity)을 가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문제는 매우 도전적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2차원 영상과 3차원 깊이 정보간의 대응 관계를 학습
하는 알고리즘의 발달로 극복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3차원 깊이 정보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대규모의 학습데이터의 필요성이 절대적인데, 이러한 데이터는 취득 및 가공 과정에서 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에 제한
적으로 구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근의 기술 발전 동향은 대규모의 2차원 영상과 메타 데이터를 활용하여 3차원 깊이 정보를 예측하
려는 약교사(Weakly-supervised)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기술 발전 동향을 장면(Scene) 3차원
복원 기술과 객체(Object) 3차원 복원 기술로 나누어 요약하고 현재의 기술들의 한계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의한다. 

Abstract

Estimating 3D information from a single image is one of the essential problems in numerous applications. Since a 2D image 
inherently might originate from an infinite number of different 3D scenes, thus 3D reconstruction from a single image is 
notoriously challenging. This challenge has been overcame by the advent of recent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s), by 
modeling the mapping function between 2D image and 3D information. However, to train such deep CNNs, a massive training 
data is demanded, but such data is difficult to achieve or even impossible to build. Recent trends thus aim to present deep 
learning techniques that can be trained in a weakly-supervised manner, with a meta-data without relying on the ground-truth depth 
data. In this article, we introduce recent developments of weakly-supervised deep learning technique, especially categorized as scene 
3D reconstruction and object 3D reconstruction, and discuss limitations and further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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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차원 영상에서 초정밀 3차원 깊이 정보를 복원하는 기

술은 영상에서의 장면과 객체들의 기하학적 관계의 추론이

가능하게 하고 이는 다양한 학계 및 산업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들 중 하나이다[1]. 우리가 획득하는

2차원 영상은 실제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3차원 장면

(scene)의 투영 결과인데, 한 장의 2차원 영상은 수많은 3차
원 실제 장면들의 투영의 결과로 생성될 수 있기에 내재적

인 깊이 모호성(depth ambiguity)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

고자 전통적으로 능동적(active) 센서를 활용한 하드웨어의

도움을 받거나 (예: ToF, 라이더 등), 두 장 또는 여러 장의

영상을 활용하여 깊이 정보를 복원하는 수동적(passive) 방
법론(예: 스테레오 정합 등)을 의존하였다[1,2]. 전자의 경우

는 다양한 하드웨어의 한계로 인하여 획득할 수 있는 3차원

깊이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후자의 경

우는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에러로

인한 제한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러한 스테레오 매칭의 성능은 현저하게

향상되었지만 이를 학습하기 위한 학습데이터와 네트워크

구조적 측면에서 많은 도전을 직면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2].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3차원 깊이 정보 획득의 패러다임

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들이 진행 중인데, 이 중 대표적인 방

향이 단일 영상 기반의 3차원 깊이 정보 복원 기술이다 [2,3]

(그림 1).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접근들의 제한들(즉 특별한

하드웨어나 다중 카메라 영상의 필요성 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단일 영상 한 장에서 3차원

깊이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

이 3차원 복원은 내재적으로 단일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기

에 추가적인 사전지식(prior)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최근 딥

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 [3]. 다시

말해서 2차원 영상 정보와 대응되는 3차원 깊이 정보의 대

응 관계를 학습데이터로 구축하고 이의 대응 관계를 설명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스테레오 정합에서와 마찬가지로 대

규모의 학습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3차원 학습데이터는 획득이 매우 어렵고 어

떠한 상황에서는 획득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교사(super- 
vised) 학습 기반의 기술들은 제한적인 일반화(generaliza- 
tion) 성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서 3차원 깊이 정보 라벨이 아닌 다른 정보를

메타(meta) 라벨로 활용하여 깊이 획득 인공지능을 학습하

고자 하는 약교사(weakly-supervised) 기술이 제안되고 있

고 이는 기존의 3차원 깊이 정보 획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4,5]. 
한 편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장면(scene)의 3차원 깊이

정보 복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최근에는 객체(Object) 단
위의 초정밀 3차원 깊이 정보 획득에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장면 3차원 복원 기술과 비교하여 객체 단위의

3차원 복원 기술은 세부적인(fine-grained) 객체의 3차원 정

보 복원을 위하여 메쉬(mesh), 복셀(Voxel) 또는 포인트 클

라우드(point cloud) 등의 표현을 활용하여 복원하는데, 이
는 장면 3차원 복원 기술에서 행해지는 2.5차원의 깊이지도

(depth map) 생성에 비하여 더욱 도전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도전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기술들은 정형화된 객체들(예: 
자동차, 비행기 등)의 복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에는

사람과 동물 등과 같이 미정형화 된 객체들의 복원에도 초점

을 맞추고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6,7]. 이러한 객체 3차
원 복원 기술은 3차원 정보의 학습 레이블을 만들 수 없다는

데 한계점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장면의 3차원 정보 복원

기술과 유사하게 약교사 인공지능 기술들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현재 연구 방향, 장면 3차원

복원과 객체 3차원 복원을 위한 약교사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들의 성능 비교, 그리고 이들

의 한계점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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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Ⅱ장과 Ⅲ장에서는 단일 영상 기반 장면 및

객체 3차원 복원 기술 동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Ⅳ장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의 성능 비교를 통하여 성능과 한계점에 대

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Ⅴ에서 논의와 결론을맺으며본 고

를 마치려 한다.

Ⅱ. 단일 영상 기반 장면 3차원 복원 기술
동향

전통적으로 단일 영상 기반 3차원 복원 기술은 장면

(scene)의 깊이지도(depth map)를 예측하는데 초점을 맞추

었다. 이를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기 위해

서는 2차원 영상의 각각의 픽셀(pixel)에서 각각의 픽셀에

해당하는 깊이 정보를 예측해야 하는 조밀(dense) 예측 기

반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밀한 예측을 위해

서는 2차원에서 어떠한 깊이 정보 특징을 추출하여 표현자

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인코더(encoder) 네트워크 설계에

대한 고민과 이러한 깊이 정보 특징을 기반으로 어떻게 깊

이 정보를 표현해 낼 것인가에 대한 디코더(decoder) 네트

워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코더-디코더 네트

워크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였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방법들

이 설명될 수 있다[3,4,5]. 또한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장면

깊이 정보 예측은 3차원 정보가 아닌 2.5차원 깊이 정보라

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초창기에 연구들은 다른 인공지능

초창기 연구들과 비슷하게 교사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초창기 연구 중 하나인 Make3D[8] 는 영상

내의 슈퍼픽셀 개념과 Markov Random Field (MRF) 모델
을 기반으로 장면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려 했는데 제한

적인 성능을 나타내었다. 단일 영상 기반 깊이 정보 획득

연구를 위한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시초로 알려진 Multi- 
scale Deep Networks[9]는 전역적 깊이 정보를 위한브렌치

(branch)와 지역적 깊이 정보를 위한브렌치의융합을 통하

여 깊이를 예측하는데 전통적인 기술들에 비하여 매우 높

은 성능을 보여주며단일 영상 기반 깊이 정보 획득의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기술 또한 교사 학습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림 1. 단일 2차원 영상 기반 장면 3차원 깊이 정보 복원의 예시: 위- 단일 칼라 영상, 중간- 예측된 깊이 정보, 아래- 예측된 깊이 정보 기반 렌더링 결과
([3] 논문에서 발췌) 
Fig. 1. Examples of scene-level monocular 3D reconstruction from a single image: top- single color image, middle- estimated depth image, bottom- 
rendering with depth image (from [3])



김승룡 : 단일 영상 기반 3차원 복원을 위한 약교사 인공지능 기술 동향 73
(Seungryong Kim: Recent Trends of Weakly-supervised Deep Learning for Monocular 3D Reconstruction)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메타(Meta) 데이터를 학습

에 활용하여 단일 영상 기반 깊이 정보 예측 네트워크를

학습하려는 약교사 인공지능 기술들이 제안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스테레오 영상을 학습 과정에 활용하여 단일

영상 깊이 정보 예측 네트워크를 학습하고자 하였다[4,10]. 
구체적으로 스테레오 영상이 주어졌을때좌안(left) 영상에

서 획득한 깊이 정보를 활용하면 우안(right) 영상을 합성할

수가 있는데, 이를 실제 우안 영상과의 차이로변환하면 깊

이 정보 획득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는 약교사(weakly- 
supervised)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시발점

은 Deep3D[10]로각각의 깊이 정보층을확률(probability)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예측된 깊이 정보를 학습하기 위하

여 앞서 설명한 스테레오 영상 합성(synthesis)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기존의 교사 학습 기법에 비하여 일반화

오류가 적다는 점과 스트레오 영상 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는 단일 영상 깊이 정보 예측의 새로운 지평을열어주었

다 라는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사용된 딥러닝 구조의 한계

점으로 인해 성능의 개선이 제한적 이었다. 이를 극복하고

자 Geometry to the Rescue[11]라는 기술이 제안되었고 깊이

예측 문제를 Regression 문제로 설계하여 이를 위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제안하였고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2). 이러한 연구 방향은 Monodepth[4]라는 기술의 제안으로

꽃을피웠는데, 조밀한 깊이 영상 예측을 위한 인코더-디코
더 구조의 정립과 스테레오 영상 합성과 더불어 스테레오

깊이 영상 합성을 위한 좌우 영상 일관성 (left-right con-
sistency) 이라는 약교사 학습 신호를 제안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스테레오 영상 및 깊

이 지도 합성을 통한 약교사신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전

지식을 내포할 수 있는 학습신호를 제안함으로써 성능 향

상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많은 논문들

그림 2. 예측된 3차원 깊이 정보를 활용하여 합성된 좌안 영상과 실제 좌안 영상과의 차이를 활용한 약교사 학습 예 ([11] 논문에서 발췌) 
Fig. 2. Weakly-supervised learning with a similarity between an estimated right image and a real right image (from [11])

그림 3. 스테레오영상을 활용한약교사 학습 기법 (Monodepth2-S) 과동영상을활용한 약교사학습기법 (Monodepth2-M), 그리고 이의 융합을활용한 기법
(Monodepth 2-MS) 의 예시 ([5] 논문에서 발췌) 
Fig. 3. Examples of weakly-supervised learning with stereo (Monodepth2-S), monocular video (Monodepth2-M) and their fusion (Monodepth2-MS)(fro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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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되면서 어떻게 스테레오 영상을 학습에 활용하여

단일 영상 기반 깊이 예측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나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앞서 설명한 스테레오 영상 기반 메타 데이터는 정답깊

이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었으며, 이를 시간(temporal)축으로 확장하고

자 하는 시도들도 제안 되었다[5](그림 3). 즉 스테레오 영상

이 합성(synthesis)을 통한 약교사 신호를 만들어 낼 수 있

다면 단일 비디오(video)를 활용하여 유사한 약교사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능성은

더 이상 스테레오 영상의 의존이 아닌 우리가 쉽게 획득

가능한 동영상 정보를 사용해도 깊이 정보 획득이 가능하

다는 말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큰도

전성이 있는데, 공간 축으로 유사하고 이미 칼리브레이션

(calibration)이 되어 있는 스테레오 영상과 달리 시간 축으

로 인접한 영상들의 경우에는 이들 간의 공간적 관계를 설

명할 수 있는 카메라 포즈(Camera Pose)가 존재하지 않기

에 이 또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예측해야 한다. 이는 스테

레오 기반의 방법들에 비하여 추가적인 예측을 필요로 하

기에 매우 도전적이다. 이러한 도전성은 SfmLearner[12] 로
불리는 방법에 의해서 처음 고려가 되었고 해결되었다. 

SfmLearner는 깊이 획득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카메라 포

즈 예측 네트워크도 활용하여 시간 축으로 인접한 두 장의

영상에서 약교사 학습신호를 만들어내었고 이를 활용하여

두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습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깊이

와 포즈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습하여야 하는 도전성을 가

지고 있었지만 기존 스테레오 영상보다 쉽게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동영상 기반의 학습신호는 고정된(static) 객체와 움직이는

(moving) 객체를 다르게 고려해야 한다는 한계점 또한 내

재하고 있었는데, 움직이는 객체의 경우에는 더 이상 앞서

설명한 학습 신호가 정의되지 않는다 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Competitive Collaboration[13] 에서는 깊이

획득 네트워크와 카메라 모션 예측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

습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Monodepth2[5] 에서는 스

테레오 또는 동영상을 활용하여 약교사 학습 신호를 만들

어 내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단절(discontinuity) 문제를 효

과적으로 해결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최근에 이러한 장면 3차원 복원 기술은 의미론적 영상

분할(semantic segmentation) 기술과도융합하여 깊이 예측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들이 계속 되고 있으며[14], 기존의

교사 학습 기반의 기술들의 성능을 뛰어넘는 정확도까지

그림 4. 최신 단일 영상 기반 장면 3차원 복원 기술의 KITTI 데이터셋 에서의 성능 평가: S: 스테레오, V: 비디오, P: 프록시, A: 추가적인 정보, GT: 정답
3차원 정보, F: Frieburg, CS: Cityscapes, E2E: End-to-End  ([2] 논문에서 발췌) 
Fig. 4. Quantitative evaluation on the KITTI dataset. †indicates feature extractors pre-trained on ImageNet. S: stereo, V: video, P: proxy, A: additional 
information, GT: groundtruth, F: Frieburg, CS: Cityscapes, E2E: End-to-End (fro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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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4). 

Ⅲ. 단일 영상 기반 객체 3차원 복원 기술
동향

앞서 설명한 장면 3차원 복원 기술은 단일 영상으로부터

깊이 지도를 예측하여 3차원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데

큰의의가 있지만, 엄밀하게 정의하면 이는 2.5차원의 정보

로써 정확한 3차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적용 분야에는 활용

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기법

들은 자율주행환경에서 획득되는 영상들에서 앞에 보이는

자동차들의 깊이 정보는 예측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

역(occlusion)에서는 3차원 정보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연구들은 2차원 영상에서

3차원 정보 표현을바로 예측하려는 (예: 메쉬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 등) 기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5). 이는 장면

3차원 복원 기술에 비해서훨씬복잡한 대응 관계를 학습해

야 하기에 이러한 연구들은 객체 기반의 3차원 복원 기술

개발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객체 3차원 복원 기술도 네트

워크를 학습하기 위한신호가 제한적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주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의 주된 방향은 3차원 객체 정보를 학습에

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획득 가능한 2차
원 정보를 활용하여 3차원 객체 정보를 추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차원 영상들과 이에 대응하는 의미론적키포인

트(key-point) 또는 마스크(mask) 정보들을쉽게 획득 가능

한데, 2차원 영상에서 예측되는 3차원 객체 정보를 다시 2
차원 영상에 투영하여 의미론적 키포인트 또는 마스크 정

보를 예측하도록 학습 신호를 구성하면 약교사 학습 기법

으로 3차원 객체 정보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6,7]. 이러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3차원 정보 뿐 아

니라 객체가 2차원으로 투영되는 과정에서의 카메라 포

즈(pose)도 동시에 학습되어야 한다는 도전성을 가진다. 
대표적인 시도로 Category-specific Mesh Reconstruction 
(CMR)[6] 기술에서는 단일 2차원 객체 영상에서 인코더(en-
coder)를 거쳐서 3차원 객체 정보와 카메라 정보를 동시에

디코더(decoder)로 예측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에서 3차원

객체 정보는 기하학적 정보를 포함하는 형태(shape) 정보와

스타일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쳐(texture) 정보로 예측한다. 
이렇게 예측된 카메라 포즈와 형태, 텍스쳐 정보는 2차원

영상에 존재하는 키포인트, 마스크, 텍스쳐 유사도를 학습

신호로 활용하여 약교사 학습 기법으로 객체 3차원 복원

네트워크를 학습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키포인트와

그림 5. 단일 영상 기반 객체 3차원 복원 기술의 예시 ([16] 논문에서 발췌) 
Fig. 5. Examples of weakly-supervised object 3D reconstruction (from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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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텍스쳐 정보가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인데, 이를 극복하

기 위하여 Canonical Surface Mappings (CSM)[15] 기술이

개발되었고 변형 가능한 객체의 형태 정보 복원을 가능하

게 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 방향의 일환으로 마스크

정보만을 활용하여 객체 3차원 복원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기술인 Unsupervised Category-Specific Mesh Recons- 
truction (U-CMR)[16] 기법이 제안되었다. 
한편 다양한 객체 클래스 중 사람(human) 클래스의 3차

원 복원을 위한 기술들도 제안 되었는데, 일반적인 객체 클

래스들과는 달리 사람의 3차원 정보를 표현하는 모델인

Skinned Multi-person Linear Model (SMPL)을 기반으로

단일 2차원 영상에서 3차원 SMPL 모델 파라미터를 바로

예측함으로써 3차원 복원을 수행하였다[7](그림 6). 이러한

기법들은 앞서 서술한 CMR, CSM, U-CMR 등의 기술들과

유사하게 예측된 3차원 SMPL 모델로부터 메쉬(Mesh)
를 예측하고 이를 2차원에 투영 후 생성되는 키포인트

또는 마스크로 정의할 수 있는 학습 신호를 생성하여 학

습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Human Mesh Recovery 
(HMR)[7]이 있는데, 2차원 영상에서 SMPL 모델 파라미터

와 이를 2차원 영상에 투영하는 카메라파라미터를 예측하

고 이를 투영한 학습신호를 기반으로 비교사 인공지능 학

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HMR 모델은 다양한 사람의

왜곡에서도강인한 복원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내재적인 깊

이 모호성을 2차원 투영 학습 신호만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가 없었기에 성능 향상이 제한적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들이 제안되었다. 대표적으로 SMPL 
oPtimization IN the loop (SPIN)[17] 논문에서는 이러한

HMR의 한계점을 SMPLify 라는 최적화 기법과 융합하여

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SPIN 기법에서는 HMR의 네트워

크 결과를 SMPLify의 초기값으로 활용하여 성능 향상을

도모하였고 반대로 SMPLify의 결과를 활용하여 HMR의
학습 성능을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학습 과정에서 반복

(iteration) 수행함으로써 사람 객체 3차원 복원 인공지능 기

술의 현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Ⅳ. 기존 방법들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고에서는 단일 영상에서 3차원 깊

이 정보를 복원하는 기술을 약교사 인공지능 기술에 초점

을 맞추어 장면 3차원 복원 기술과 객체 3차원 복원 기술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서론에서 소개하였듯이 이러한 단일

영상 기반 3차원 복원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

어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더 이상 3차원 정보 복원

을 위하여 특별한 하드웨어나 여러 장의 영상 획득이 필수

적일 이유는 없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의 적용 분야

는 무한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기술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림 6. 단일 영상 기반 사람 객체 3차원 복원 기술의 예시 ([7] 논문에서 발췌) 
Fig. 6. Examples of weakly-supervised human 3D reconstruction (from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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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존재하고 아직 다양한 세팅에서 교사 학습된 인공

지능 기술들과 비교했을때가야할길이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현재의 약교사 학습 기술은 내재적인 깊이 모

호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예측된 3차원 정보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고

학습신호를 생성하는데 이때생성되는 2차원 정보들은 다

시 한번깊이 모호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점은

다양한 카메라 환경으로 투영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러

한랜덤투영 결과를 어떻게 학습에 활용할 지에 대한 솔루

션을 필요로 한다. 
두번째로 현존하는 학습 기술은 예측된 깊이 정보와 실

제 2차원 칼라 영상에서 객체들의 바운더리(boundary)를
보존하지 못한다 라는 한계를 가진다. 즉 우리가 예측한 3
차원 깊이 정보를 활용하여 정의된 현재의 약교사 학습신

호들은 객체바운더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며, 
이는 다양한 적용 분야에서 제약을 가져올것이다. 예를 들

어 획득된 3차원 정보를 활용하여 VR 적용 기술을 활용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객체 바운더리 에러에서 발생하는

피로도를쉽게느낄것이다. 최근각광을 받고 있는 의미론

적 영상 분할 정보를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또한

흥미로운 향후 연구 방향이 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장면 3차원 복원 기술과 객체

3차원 복원 기술은 다른 연구 분야로 여겨지며다른 방법론

들을 제안하며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앞선 설명에서 쉽게

예상했듯이 사실 3차원을 복원하고 이를 다시 투영하여 2
차원 정보를 획득한 후 약교사 학습신호를 만들어 내다는

측면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comprehensively)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어떻게 병렬적으로 수행되어 온 연구를 하나로 통

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고민은 매우흥미

롭게 도전적인 주제라 확신한다.     

Ⅴ. 결 론

본 고에서는 단일 영상에서 3차원 깊이 정보를 복원하는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를 학습하기

위한 약교사 기법들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기술들

은 장면 3차원 복원과 객체 3차원 복원이라는 주제로 나누

어져서 개발되어 왔고 초창기 연구에 비하여 비약적인 성

능 향상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현재 기술의 성능은 당연하

게도 제한적인 측면이 많지만 영상 기반 3차원 복원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고 현재에도 수많은 연구

가 진행 중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의 한계와 앞으

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리가 현재 마주

하고 있는 수많은컴퓨터 비전과 영상처리 분야들과 마찬

가지로 단일 영상 기반 3차원 복원 기술들은 앞으로도 발전

에 발전을 거듭할 것이고 우리는 무궁한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길에서 우리는 어떠한 발자취를 남길 것인

가,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발걸음을 만들어낼것인가는 우

리의끝없는 고민이 될 것이고 필자 또한 이러한 한걸음을

내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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