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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깊이맵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깊이맵을 인공 신경망으로 생성하는 연구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기존의 기 제작된 깊이맵 생성 알고리즘을 합성곱 신경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다. 먼저 깊이맵은 관
심맵과 운동 히스토리 영상의 가중치 합으로 얻는다. 실험영상과 깊이맵을 합성곱 신경망의 입력과 출력으로 하여, 신경망을 학습시킨
다. 정성적, 정량적 실험 결과는 제안한 합성곱 신경망이 깊이맵 생성 방법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Depth map has been utilized in a varity of fields. Recently research on generating depth map by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has gained much interest. This paper validates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 ready-made depth map generation b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First, for a given image, a depth map is generated by the weighted average of a saliency 
map as well as a motion history image. Then CNN network is trained by test images and depth maps.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experiments are performed on the CNN and showed that the CNN can replace the ready-made depth gener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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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으로부터 깊이맵을 생성하는 기법은 오랫동안 연구

되어온분야이다. 이 깊이맵은 장면내의 기하적 관계를 이
해할수있는중요한정보이다. 깊이정보는물체인식, 3D모
델링, 3D변환, 로봇등에활용될수있고, 잠재적으로는객
체들간에가려짐발생시 추론을할 수있다. 스테레오센서, 
깊이카메라등으로정확한깊이를얻을수있지만, 다른분

a) 강원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Department of Computer and Communi- 
cations E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김만배(Manbae Kim)
E-mail: manbae@kangwon.ac.kr
Tel: +82-33-250-6395
ORCID: http://orcid.org/0000-0002-4702-8276

※이 논문은 2017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
(관리번호-520170077). 또한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7R1D1A3 B03028806).

・Manuscript received Ocotober 31, 2017; Revised November 20, 2017; 
Accepted November 20, 2017.

Copyright Ⓒ 2017 Korean Institute of Broadcast and Media Engineers.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BY-NC-ND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not altered.”

특집논문 (Special Paper)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3권 제1호, 2018년 1월 (JBE Vol. 23, No. 1, January 2018)
https://doi.org/10.5909/JBE.2018.23.1.3
ISSN 2287-9137 (Online) ISSN 1226-7953 (Print)



4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3권 제1호, 2018년 1월 (JBE Vol. 23, No. 1, January 2018)

야로단안영상으로부터영상의깊이를예측하는연구도꾸

준히 진행되어 왔다.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는데, 모션
을이용한방법, 초점을이용한방법, 기학적특성을이용한
방법등이 있다[1-3]. 
최근에 기존의 hand-crafted 특징을사용하지 않고, 합성
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이용하
여깊이맵을생성하는방법들이소개되고있다[4-6]. CNN 기
반 깊이맵 방법은 다른 신경망과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

를 활용한다. 입력영상과 실측 (ground-truth) 깊이맵을 학
습하면서 실측 깊이맵과 유사한 깊이맵을 생성할 수 있도

록 신경망을 제작한다. 이과정은 다량의 깊이맵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 최근이와 관련해서 다수의 연구가 제안하였
다. Eigen 등은 multi-scale CNN을 제안하였는데[4], 첫 단
계에서는 coarse depth을 예측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coarse depth와국부 깊이예측과결합하여전체영상의예
측깊이값을갱신하는기법을제안하였다. Afifi 등은 CNN
을이용하고여기에회귀모델을사용하였다[5]. Liu 등은딥
CNN과 CRF(conditional random fields)를 이용하여 깊이
맵을생성하는데[6], 전체영상을 superpixel region으로 분할
한 후에 각 superpixel의 깊이를 예측한다.
상기 깊이맵 생성 방법들은 입력 영상과 기제작된 실측

깊이맵을이용하여다량의 데이터를학습하고, 테스트하는
일반적인 신경망 기반이다.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얻

을수있지만, 특정영상에적용하게되면성능저하가발생
한다. 신경망은 전체 데이터중 일부를 학습데이터로 학습
한 후에, 나머지 데이터로 테스트하는 것이 주 방법이다. 
따라서새로운 데이터가입력되면과적합(overfitting)이 발
생하게 되고 이것은 성능저하의 원인이 된다.
또한 정지영상의 깊이 예측에 한정되어 있어서, 모션의
처리가 어렵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기존의 깊이맵 생성
알고리즘을 CNN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이론을 제
안하고 타당성(feasibility)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특정 깊이맵 생성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CNN으로 학습을
하게 한 후에, CNN과 특정 알고리즘의 성능을 조사한다. 
성능은 깊이값의 오차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은 기존 깊이맵 생성 방법과 제안방법의 개념의
차이를 보여준다. 기존 깊이맵 생성방법은 그림 1(a)에서
보여지는데, 다량의 학습영상과 실측 깊이맵으로 CNN을
학습시킨후에, 예측깊이맵을얻는방식을보여준다. 이와
는 달리 제안방법은 그림 1(b)에서 보는 것처럼 기제작된
깊이맵생성방법으로깊이맵을생성한후에, CNN으로입
력영상과출력깊이맵을학습및테스트하면서 CNN 모델
을완성한후에, 이 CNN으로기제작깊이맵생성을대체하
고자 하는 것이다. 
깊이맵생성방법의성능은본연구의목적이아니고, 성
능에 관계없이 어떠한 깊이맵 생성 알고리즘이라도 CNN

    

(a) (b)

그림 1. 기존 깊이맵 생성과 제안 방법의 차이. (a) 일반적인 CNN기반 깊이맵 생성[6] 및 (b) 기제작된 깊이맵 생성 알고리즘을 CNN으로 대체하는 구조도
Fig. 1. Difference of conventional depth map methods and the proposed method. (a) The approach of the former and (b) diagram replacing a 
customized depth map generation algorithm with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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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대체가능하는지에대한타당성을검증하는것이주목

적이다. 이를위해기존에소개된깊이맵알고리즘을활용하
여 깊이맵을 생성하고, 이 깊이맵으로 CNN을 학습시킨다. 
CNN의출력깊이맵과기존알고리즘의출력깊이맵의오차
를검증한다. 더욱이높은복잡도를가지는깊이생성기법들
을낮은복잡도를가지는 CNN으로대체할수있으면, 상당
한 활용이 기대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깊이맵 생성
기법을 연구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다음장에서는깊이맵생
성알고리즘을설명한다. Ⅲ장에서는제안하는합성곱신경
망을 소개한고, 실험 결과는 Ⅳ장에서 소개한다. 마지막으
로 Ⅴ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정리한다.

Ⅱ. 깊이맵 생성 방법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논문의주 목적은 기존깊이
맵생성방법을 CNN으로대체할수있는지에대한타당성
을검증하는것이다. 따라서깊이맵성능은주관심이아니
기떄문에이절에서는 Kim 등이제안한깊이맵생성방법
의 일부를 사용한다[7,8]. 이 방법은 관심맵(saliency map)으
로 얻은 정적 깊이맵[7]과 운동 히스토리 영상(motion his-
tory image)을이용하여얻은 모션깊이맵[8]의가중치의합

으로 최종 깊이맵을 얻는다. 
관심맵은 깊이맵 생성에서 활용해온 방법인데[9,10], 영상
을 인식하면서 눈에 띄는 영역이나 객체를 집중하는 방식

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입력영상의통계적 정보
를 활용하여 픽셀 값의 빈도수(frequency)가 크거나, 영역
이 큰 픽셀에서는 작은 관심도(saliency)를 할당하고, 반대
인 경우에는 큰 값을할당한다. 정지영상의 공간 관심맵을
구하는방법중의하나인 Zhai가 제안한 전역 기반방식은
색상 거리 등을 고려하여 관심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11]. 
픽셀 의 관심도 값은 입력 영상에서 다른 픽셀들과의 색

상 차이(color difference)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픽셀 의

관심도 는 다음 식으로부터 얻어진다.

 
 



 
 



 (1)

여기서 N은 영상 I의 픽셀 개수이다. 는 컬러 공
간에서 두 픽셀의 색상 차이(color distance metric)이다. 
I∈RGB . 
여기에서는 RGB의변형을사용한다. 색차신호 a, b, c는
식 (2)을 사용하여 RGB로부터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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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채널에서 관심맵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
  ⋅  (3)

여기서 는 가중치이고, 는 x의 평균값이다.
관심도 S는 A, B, C의최대값으로구하고, 이 S 값을정
지 깊이맵으로 활용한다.

 MAXABC  (4)

S는 [0, 255]의 값을 가진다.
운동 깊이맵은 운동 히스토리 영상(motion history im-

age)을 이용하여생성한다[12]. 먼저 시간 에서의 현재영상
과 이전영상 으로부터 차영상 를 구한다. 


 


  (5)

여기서 i는 픽셀이다. 를 구하면 깊이맵 D는 식 (6)처
럼 계산한다. 여기서 는 누적 파라메타이고, 는 감소 파
라메타이다. D의 초기값은 0이다. 

Dt
i  minDt

i  if
 

maxDt
i  otherwise

(6)

 이면 D는 만큼 증가하고, 반대이면 만큼 감소
하게된다. 즉 픽셀의 D값은 값이크면 빠른속도로증가
하고 가 크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최근에 모션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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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픽셀은 D 값이 증가한다. 
식 (4)와 (6)에서얻어진두개의깊이맵의가중치합으로
최종 깊이맵을 생성한다. 그림 2는 상기 방법으로 생성한
깊이맵을 보여준다. 이 깊이맵은 CNN에서 실측(ground- 
truth) 깊이맵으로 활용된다.

Ⅲ. 합성곱 신경망

합성곱신경망(CNN)의구성은특징을얻기위한합성곱
계층, 풀링(pooling)층 및 분류를 위한 완전결합(fully-con-
nected) 신경망으로이루어진다. 합성곱계층에서는디지털
필터들을모아놓은계층으로서합성곱연산을통해입력영

상을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입력영상에서 특징을살린특
징맵(feature map)을만들어낸다. 이과정에서 입력영상을
다른영상으로변환하는필터들을사용하여특징맵을만들

어내고, 이특징은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를거쳐
출력된다. 풀링층에서는 주위의 픽셀을 묶어서 하나의 대
표 픽셀로 바꾼다. 즉, 이미지의 차원을 축소한다. 최댓값
풀링은 픽셀의값 중최댓값을갖는값을사용하여 영상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평균값 풀링은 픽셀의 평균값을 계산
하여 영상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그림 3은 Ⅱ장에서소개한깊이맵생성방법을구현하기
위한 CNN의 전방향(feed-forward)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640x480 RGB영상을 8x8의블록으로분할하고, 64개의픽
셀 값의 평균이 블록의 밝기값이 된다. 이 값이 신경망의
입력 데이터가 된다. 

[6]에서는 SLIC[13]을 이용하여영상을 임의의 형태를가

진 superpixel patch로 얻지만, 실제 깊이맵 처리는 super-
pixel의 중심점을 기반으로 블록 단위로 CNN에입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superpixel을사용하지않고직접블록 단위
로 처리한다. CNN으로입력되면합성곱, 시그모이드활성
화함수, 및 풀링을 거친 후에 이 특징맵은 1개의 은닉층으
로 구성된 완전결합 신경망으로 입력된다. 

5개의 3x3 합성곱필터를적용하면 6x6 특징맵이얻어지
고, 2x2 풀링을적용하면 5개의 3x3 특징맵이얻어진다. 특
징맵은 1차원 배열로 나열한후에, 45개의 입력 노드로보
내진다.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는 시그모이드(sig- 
moid)를사용한다. 45개의 입력노드는 완전결합(fully-con-
nected)층으로 입력된다. 은닉층의 노드는 10개이다. 

    그림 2. CNN 학습에서 사용하는 깊이맵. (a) 입력 영상 및 (b) 생성된 깊이맵
    Fig. 2. Depth maps used in CNN training. (a) Input images and (b) generated depth maps

그림 3. 제안하는 합성곱 신경망 모델
Fig. 3. Proposed C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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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깊이맵을 [0, 255]로 선형 매핑한 후에 양자화를
거쳐 [0, 63]의 깊이로 축소한다. 깊이맵에서 블록은 64개
픽셀의 깊이값의 평균값을 가진다. 픽셀이 아닌 블록단위
로 깊이를 얻기 때문에이 양자화는 필요하다. 출력노드는
깊이의범위가 [0, 63]이므로 64개의출력노드가필요하다. 
이노드의출력값은소프트맥스(softmax)로변환되어, 최대
값을 가지는 노드가 해당 클래스가 된다.

CNN의 학습과정은 그림 4에서 보여진다.  발생하는 오
차는오류역전파를이용하여 합성곱필터및 은닉층의가

중치를 갱신하게 된다. 오류역전파는확률적경사 하강법
(stochastic gradient descent)을 이용하고, 에폭(epoch)은 최
대 100으로하였다. 신경망의가중치초기화는 Xavier 초기
화[14]를 사용한다. 학습률 α=0.01이고 모멘텀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 4. 합성곱 신경망의 학습 과정
Fig. 4. Training procedure of CNN

Ⅳ. 실험 결과

실험에서는 Ⅱ장의 깊이맵 생성 방법을 CNN으로 대체
할수있는지에대한실험을수행하였다. 제안방법의성능
개선을검증하기위해서표 1의 10개의데이터세트를사용
하였다[15-17]. 이중 horse, ski, girl은 [15]의 실험 동영상이
고, birdfall은 [16], 그리고 visor은 [17]의데이터이다. 모든
영상들은 640x480으로영상을크기를조절하였다. 먼저깊
이맵생성알고리즘을얻은 3장의연속영상들의깊이맵의

일부는그림 5에서보여진다. 표 1은실험비디오의프레임
개수, 학습용프레임수및테스트프레임개수를보여준다. 
8x8 블록단위로 처리하기때문에, 영상한 개당 블록의개
수는 4,800이다. 일반적으로총학습데이터중학습과테스
트는 8:2로 하기 때문에 본 실험도 이 비율을 따랐다. 

Video No. of frames Training 
frames

Test 
frames

Rainbow 33 26 7
ani 36 28 8
bird 60 48 12

birdfall 30 24 6
boat 300 240 60

football 132 105 27
girl 21 16 5

horse 71 56 15
ski 66 52 14

visor 22 16 6

표 1. 실험 비디오의 총 프레임. 학습프레임 및 테스트 프레임의 개수
Table 1. No. of frames for each video including training and test 
frames

그림 5. 실험 영상과 Ⅱ장의 깊이맵 생성으로 얻어진 연속 깊이맵

Fig. 5. Test images and subsequent depth maps made by the algo-
rithm of Ch. 2

깊이맵 생성 방법의결과를실측(ground-truth) 깊이맵으
로하고, CNN을통하여예측된깊이맵을예측깊이맵으로
한다. 정성적 실험과 정량적 실험을 통해서 제안한 CNN 
모델을 검증한다. 그림 6은 정성적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영상의 원 픽셀 깊이맵에서 8x8 블록 평균으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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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블록깊이맵과제안방법으로 얻은 깊이맵을보면주

관적평가측면에서차이가없어보인다. 이결과는제안한
CNN으로도기존의 깊이맵 생성알고리즘을 대체할 수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7은그림 6의 girl 영상의일부를확대한것이다. 그
림 7(a)에서적색박스영역에서확대된실측및예측깊이
맵은 그림 7(b)와 7(b)에서보여준다. 값의 큰 차이는 관측
되지 않는다.
제안한 CNN의 객관적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깊이맵
성능검증에서자주사용해온다음 4가지의성능측정방법
을 이용한다.

1) average relative error (REL)

REL  N


D
DD

(7)

2) root mean squared error (RMS)

S


N


DD (8)

3) average log10 error  (log10)

log  

loglog (9)

그림 6. 실험 영상으로 생성된 깊이맵의 비교. 제안 방법의 깊이맵과 실측 깊이맵과의 오차는 적음. 깊이값에 x4를 해서 [0, 255]로 조절하였음
Fig. 6. Test Images and depth maps. (a) input image, (b) pixel depth map, (c) block-average ground-truth depth map, and (d) predicted block 
depth map

(a) (b) (c)

그림 7. girl 영상의 깊이맵의 확대 영상. 깊이값을 x4를 해서 [0, 255]로 조절하였음. a) 전체 깊이맵, (b) 확대된 실측 깊이, 및 (c) 예측된 깊이
Fig. 7. Close-up of a girl depth map. (a) full depth map and enlarged (b) ground-truth and (c) predicted depth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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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ccuracy with threshold: percentage (%d) of  
(Accuracy)

max





   where    (10)

여기서 D and 는 입력영상의 실측 및 예측 깊이값이
다. N은 모든 테스트 영상의 블록의 총 개수이다. 4) 
Accuracy에서   이면 해당 블록의 깊이값은 만족하는
것으로, 이를 만족하는 블록의 개수를 총개수로 나누어서
%를 얻는다.

Video Accuracy
(%) REL RMS log10  

rainbow 98.7500 0.0748 2.3700 0.0239
ani3 97.8929 0.0470 1.6637 0.0194
bird 98.6670 0.0296 1.9601 0.0110

birdfall 98.3908 0.0758 2.2761 0.0216
boat 99.0440 0.0270 2.8310 0.0137

football 99.4633 0.0284 1.4362 0.0106
girl 97.3490 0.0754 4.5239 0.0328

horse 98.1815 0.1219 2.7199 0.0286
ski 99.5465 0.0574 2.2816 0.2376

visor 98.4266 0.1481 2.9962 0.0170
Average 98.5544 0.0685 2.5059 0.0416

표 2. 실측과 예측 깊이의 성능 측정. α=0.01, epoch=50
Table 2. Performance metric of ground-truth and predicted depths.
α=0.01, epoch=50

표 2의 성능 측정 결과를분석하면, Accuracy는 98.55%
이다. REL은 0.0685, RMS는 2.5059, 및 log10은 0.0416이
다. 제안방법은기존 깊이맵 생성 알고리즘을 신경망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대상으로 특정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교할수있는연구가부족하다. 따라서참고적으로 [4]에
있는 성능 결과를 소개한다. Make3D Dataset에서 REL은
0.312,  RMS=9.1, log10은 0.113을 얻었다. NYU v2 
Dataset에 적용한결과는 REL은 0.237, RMS는 0.822이고, 
log10은 0.082, Accuacy는 60.8%이다. 이방법은픽셀단위
이고, 깊이의범위는 [0, 255]이다. 본연구에서는 [0, 63]의
깊이를 이용하는데, 이 차이를 감안해도 제안방법의 결과
는 상당한 우수성을 보여준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깊이맵 생성 방법을 합성곱 신경

망으로구현할 수 있는 지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깊이맵
생성방법으로얻어진깊이맵과입력영상을학습데이터로

활용하였고, 10개의실험비디오로부터얻은정성적, 정량
적결과는타당성을뒷받침한다. 연구의주목적은 깊이맵

생성 알고리즘을 CNN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제안방법은다른분야에서도활용할수있는기술이다. 향
후 블록기반을 픽셀단위로 처리하여 개선된 CNN 모델을
구현할계획이다. 또한 실험에서는 특정 깊이맵 생성 방법
을 통하여 CNN을 학습하였는데, 다른 깊이맵 생성방법들
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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