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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영상으로부터 깊이정보, 즉 

카메라로부터 대상물체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추정

할 수 있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지능형 로봇, 3차원 

영화제작 등 다양한 방면에 유용한 응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깊이정보는 스테레오 기하학에 근거하

여 두개 이상의 대응점으로부터 구해진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계산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응점을 정확하

게 찾지 못할 경우 오류를 발생하게 된다. 또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내시경과 

같이 물리적으로 두 대의 카메라 간의 충분한 거리를 

가질 수 없는 경우나 카메라가 하나 장착된 스마트폰

과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 기법을 적용하기 힘들다.

최근에 들어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 딥러닝 기법이 다양한 방면에 적용

되면서 학습에 의해 한 장의 영상으로부터 깊이정보

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1, 2, 15].

이런 딥러닝 기법과  그러나 아무리 많은 학습을 한

다고 하더라도 한 장의 영상으로부터 정확한 깊이정

보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경우 학

습과정에서 구해진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

문에 추정된 값은 데이터에 극히 의존적이어서 실세

계의 물리적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오류의 가장 큰 원인은 물체들 간의 경

계부분에서 발생하는 불연속적인 깊이 값의 변화 때

문이다. 그러므로 임의의 영상으로부터 실세계의 3

차원 구조를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는 물체들 사이의 

경계부분에서 정확한 깊이 값을 구할 필요가 있다.

즉 깊이 값이 급격히 변하는 경계영역에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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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추정해야만 스테레오 기법과 동등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에지(edge) 부분에서 발생

하는 오류를 최소화하여 추정된 깊이정보의 정확도

를 높이는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한다. 이를 위해서 

영상의 픽셀단위로 깊이를 추정하면서 한 픽셀이 갖

는 상대적 신뢰도를 고려하여 학습을 진행시켰다.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면, 영상의 에지부분은 실세계 

물체들의 경계부분 즉 3차원 세계에서 불연속성을 

지닌 부분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정결과의 신

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즉 불연속 경계부분에서 

추정치의 미분값을 구해보면 그 값이 크게 되고 반대

로 평면부분에서는 적은 미분값을 갖게 되는데 이는 

추정치의 신뢰도와 연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속성을 이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평면부분으로부터 

깊이 정보를 추정하고 이를 경계영역, 즉 에지부분으

로 전파하여 학습하는 방법으로 깊이추정의 정확도

를 높이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3절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

는 신뢰도 기반의 깊이추정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제4절에서는 딥러닝에 사용된 네트워크 구

조와 손실함수에 대해 기술한다. 그리고 제5절에서

는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해, 제6절에서는 결론을 기술

하고 논문을 맺는다.

2. 관련연구

3차원 깊이정보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는 스테레오 카메라 환경에서 에피폴라 기하학

(Epipolar Geometry)에 근거하여 다양한 제약을 가

하거나 또 영상이 생성될 때 빛의 방향과 물체의 3차

원 구조에 의해 변화하는 빛의 양을 분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9]. 또 다른 방법으로 카메라가 능동

적으로 패턴이나 광선을 물체에 투영하여 변화된 패

턴의 형태나 광선의 도달 시간(ToF: Time of Flight)

을 계산하여 깊이를 추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

다. 전자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여러 영상 간의 대응

관계를 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계산이 가능하므로 

대응점을 찾는 것이 첫번째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

러나 조명변화, 크기변화, 물체의 회전, 물체간의 가

림, 복잡한 물체 텍스처 때문에 대응 관계를 찾기란 

쉽지 않다. 또 능동 패턴을 이용하는 후자의 경우는 

센서의 성능과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고해

상도의 깊이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두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인간은 익숙한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미리 학습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한 눈만으로도 실세계의 3차원 정보

를 추정할 수 있다. 즉 학습을 통해 단일 영상으로부

터 깊이정보를 구한다는 것은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초기 방법으로 실내 

영상을 대상으로 하여 이미지 속의 배경을 박스모양

(box-shaped)으로 근사한 뒤에 깊이를 추정하는 방

법이 제안되었다[12]. 하지만 이런 간단한 기하학 모

델로는 복잡한 영상에서 정확한 깊이 정보를 얻는다

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 슈퍼픽셀

(superpixel)을 이용하여 깊이를 구하는 연구가 있지

만 이 경우에는 의미 레이블(semantic label)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13]. 이와 관련된 연구가 

발전하면서 마르코브 임의 필드(Markov Random

Fields)[10] 또는 조건적 임의 필드(Conditional Ran-

dom Fields)[11]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입력정보 없

이 단안 영상으로부터 깊이 값을 직접 구하는 방법들

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공지능 연구가 발

전하면서 딥러닝기법을 이용하여 단일 영상으로부

터 깊이정보를 추정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방법들은 대개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사용하고 있다.

Eigen et al. [1]은 처음으로 깊이 추정에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2단계 스케일 구조

(two-scale structure)의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

였고 이 방법에서는 처음 스케일 단계에서 대략적인 

깊이 추정을 하고 다음 스케일 단계에서 이를 조정하

여 전체적인 깊이 값을 추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스

케일 불변의 손실함수(scale invariant loss function)

를 사용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도 

제안하였다. 이어서 계속된 연구[2]에서 Eigen et al.

은 표면 법선의 추정(surface normals estimation),

영상의 의미 레이블링(semantic labeling) 및 깊이추

정(depth estimation)이 가능한 3단계 스케일의 컨볼

루션 신경망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 구조는 [1]의 연

구내용과 비슷하지만, 더 깊은 네트워크 레이어를 사

용함으로써 정확도를 한 층 높일 수 있었다. 또 크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손실함수와 영상의 미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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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기존의 방식보다 정확한 3차원 깊이정

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Park et al.[3]은 [2]와 비슷한 

3단계 스케일의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하였지만 원 

영상의 크기에 의존하는 완전연결 레이어(Fully

Connected Layer)를 제거함으로써 임의 크기의 영

상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더 정확한 깊이 영

상 추정을 위해 정규화 상호상관(Normalized Cross

Correlation)을 이용한 제약조건을 제안하였다. 이 방

법은 임의 크기의 영상에는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기

존의 방법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것은 아니다. Jung

et al.[15]은 컨볼루션 신경망과 비모수 추출(Non-

Parametric Sampling)을 혼합하여 깊이 값을 추정하

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컨볼루션 신경망으로만 

깊이 값을 측정하는 것에 비교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가 많은 경우 비모

수 추출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단안 영상을 이용하여 깊이, 즉 3차원 정보를 추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정된 값이 특정 부

위에서 일관성을 갖는 것이다. 즉 깊이 값이 물체의 

경계선을 제외하고 연속성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딥러닝기법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아무리 빅

데이터, 즉 수 많은 형상을 이용하여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3차원 스캐너를 사용하여 얻어진 값과 같

이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물체의 경계영역은 깊이 값이 급격히 변하므로 물체 

경계영역에서 정확한 깊이 정보를 얻는 것이 이 분야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도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픽셀단위의 상대적 신뢰성과 일

치상관계수(CCC: 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

cient)에 이용한 깊이 추정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한다.

3. 신뢰도 기반의 깊이추정 알고리즘

3.1 단일 영상으로부터의 깊이 값 추정

일반적으로 컨볼루션 신경망을 포함한 인공신경

망 학습과정에서는 주어진 참값(ground truth)과 입

력으로부터 구해진 학습값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

(euclidean distance)를 최소화 시키는 목적함수

(objective function)를 사용하게 된다. 즉 네트워크

로 표현되는 초공간에서 주어진 깊이의 절대값과 추

정치가 일치되면 학습은 완성되게 된다. 그러나 영상

은 스케일변화에 유일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서 두 

값의 절대치를 일치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깊이의 

절대값이 같지 않더라도 영상 속 물체들 간의 상대적 

거리가 같게 된다면 이 또한 정확한 값을 추정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논문[1]에서는 스케일 불변

인 손실 함수를 제안하였고, 논문[2]는 보다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 깊이 영상의 미분값을 활용한 목적함

수를 사용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

다:

(1)

위 식에서 D는 깊이에 대한 추정값, D*는 참값,

d는 D와 D*의 차이값, i는 픽셀번호, n은 픽셀 갯수,

∇는 미분 연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식은 전체 

영상에 대해 참값과 추정값 차이의 분산이 최소로 

되고 같은 평면에서 픽셀들이 갖는 깊이 값은 유사하

다는 제약, 즉 미분 값이 적을수록 시각적으로 완벽

한 깊이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미분값은 영상속의 경계선 부분에서 큰 

오류를 발생시키는데 그 이유는 경계부분은 실제로 

깊이 값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평평한 부분에서는 깊이 값이 거의 변화가 없거

나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손실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깊이 추정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이러한 특성을 이용

하여 경계부분에서는 손실을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하는 알고리즘을 보인다. 이를 위해 해당 영상속의 

구조적 제약에 픽셀단위의 상대적 신뢰성을 구하여 

활용한다.

3.2 영상의 픽셀단위 상대적 신뢰성 계산

전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상의 픽셀은 물체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에 따라 깊이 값의 신뢰도가 

달라지게 된다. 즉 물체의 경계부분에서 추정된 깊이 

값은 신뢰도가 낮고 평평한 부분에서 구해진 깊이 

값은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픽셀단위로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2종류의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한

다. 첫번째 정보는 학습과정을 통해 추정된 깊이를 

나타내는 깊이 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픽셀단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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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신뢰를 나타내는 영상이다. 두번째 정보인 상대

적 신뢰도는 하나의 영상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C-Map(confidence-map)이라고 명

명하여 사용한다.

C-Map을 출력하는 네트워크의 최적화 목적함수

는 식 (2)와 같다.








   × (2)

여기서 N은 영상 전체의 픽셀 수, L[ i]는 식(4)에 

정의한 바와 같이 학습과정에서 사용되는 참값과 추

정값의 차원을 결정하는 변환 요소, 그리고 C[ i]는 

i번째 픽셀의 신뢰도를 나타낸다. 이 때 C-Map은 다

음과 같은 제약조건을 갖는다(C-Map의 전체 요소

의 합은 N이다).






    ≧ (3)

C-Map은 양수의 값을 갖으며 그 크기는 깊이 영

상의 크기와 동일하다. 하나의 C-Map의 모든 픽셀 

합은 픽셀의 갯수와 같다. 즉, C-Map이 가질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며 이를 잘 분배하여 손실 값을 최소

화 시켜야한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모든 픽셀에 

신뢰도가 동등하여 모든 C-Map의 픽셀 값이 1이 되

어 분산이 0이 될 때이다. 이 경우 네트워크의 손실함

수는 2×L이 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학습을 할 

경우 학습하는 모델의 입장에서는 학습하기 쉬운 형

태로 수렴이 일어나 과적합(over fitting)의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예를 들어 한 픽셀의 C-Map 값

이 N이 되고 그 외 모든 픽셀의 C-Map 값은 0이 

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상수(알파계수:

alpha parameter)를 곱하여 글로벌한 해에 수렴되도

록 하였다. 실제 깊이 추정 실험에서는 를 1로 놓고 

학습을 하였을 때와 C-Map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L만 가지고 학습한 결과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C-Map의 값은 네트워크의 마지막 레이어의 출

력을 선형으로 결합하여 구하고 제곱한 다음 평균으

로 나누어 제약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식(1) 에서 도입한 영상의 미분값에 의한 구

조적 제약을 식(4)와 같이 정의하고 이 값을 식(2)에 

적용하여 C-Map의 요소가 적용된 목적함수를 얻을 

수 있다.

  ∇ 
  ∇ 

 (4)

Fig. 1는 위의 목적함수를 이용하여 학습한 결과

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b)는 식(2)를 가지고 학습

했을 때 얻어진 C-Map의 결과를, (c)는 추정된 깊이 

값을 나타낸다. 그림(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C-Map의 값은 경계부분, 즉 미분값

이 크게 변하는 부분에서 매우 낮은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깊이영상의 미분 값은 인접하는 픽셀간의 상대적 

거리의 차이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네

트워크가 평평한 부분에서 높은 신뢰성을 갖고 경계

부분에서 낮은 신뢰성을 갖는 것은 직관적으로 당연

하다. 즉, 에지부분, 즉 물체들 간의 경계부분에서는 

깊이 값의 차이가 커지므로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낮

고, 평평한 부분에서는 깊이 값이 서서히 변하므로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 픽셀 신뢰도 적용 네트워크 구조와 손실함수

4.1 네트워크 구조

Fig.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 구조를 보

여준다. 제안한 네트워크는 기존의 [2]와 동일하게 

크게 3개의 계단식 단계(triple step)로 이루어진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완전연결 레이어(fully con-

nected layer)를 제거한 VGG-16 네트워크[5]를 그대

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은 임의 크기의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첫번째 단계에서 

구해진 C-Map 두번째 단계의 입력으로 사용되고 마

(a) (b) (c) (d)

Fig. 1. Example of C-Map application. (a) input image, (b) C-Map, (c) estimated depth, and (d) ground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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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단계에서는 예측한 깊이 값을 추가로 구하게 

된다. 2단계 단계와 3단계 단계는 다운 스케일링(down

scaling)된 입력영상과 이전 스케일의 업 스케일링

(up scaling)된 특징값(feature)을 입력으로 받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배치 정규

화(batch normalization)[4]를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

에 적용하였다.

Table 1은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인다.

4.2 손실함수

위 절에서 설명한 네트워크를 적절히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목적함수에 맞는 손실함수를 모델링하여

야 한다. 식(5)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손실함수를 나

타낸다.

 





 










   ∇  

  ∇  



 






       

       
  

 
   


 


  







 

(5)

이 식에서 는 깊이의 평균을, 는 분산을 나타내

고 나머지 심볼들은 식(1)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의

미를 갖는다. 식(2)와 (3)으로 정의된 제약을 만족하

면서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손실함수를 정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식(3)에서 제시한 신뢰도 목

Fig. 2. Proposed network architecture applying pixel confidence(White: Convolutional layer, Orange: Convolutional layer 

with batch normalization[4], Brown: Confidence map, Black: estimated depth map)

Table 1. Architecture of the prposed network model (Layer 

type[kernel size, stride, output channels], all of 

the activation functions are based on Relu) 

input size Arbitrary [H × W]

scale1

(1/8 scale)

Conv[3, 1, 64] × 2

Pool[2, 2, -]

Conv[3, 1, 128] × 2

Pool[2, 2, -]

Conv[3, 1, 512] × 9

Conv[1, 1, 256]

scale2

(1/4 scale)

Conv[3, 1, 64] × 3

Concat[-, -, 320]

Conv[3, 1, 128] × 2

Conv[3, 1, 256] × 2

Conv[3, 1, 384] × 2

Conv[1, 1, 128]

scale3

(1/2 scale)

Conv[3, 1, 64] × 3

Concat[-, -, 192]

Conv[3, 1, 128] × 4

Conv[1, 1, 64]

Output size Arbitrary [H/2 × 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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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함수인 L[ i] (1+C[ i] ) 대신 L[ i]C[ i]을 사용하여 

더 강한 제약이 네트워크 전반에 신속히 작용하도록 

하였다. 즉, 인접픽셀 간에 깊이가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제안한 

네트워크 구조는 단계별로 C-Map을 출력하기 때문

에 각 단계의 C-Map을 활용한 손실함수를 고려해야 

하면 이를 
로 나타낸다. 이때, 더 신속하고 안정적

인 학습을 위해 Lc로 표현되는 일치상관계수(con-

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제약조건으

로 추가 하였고 는 0.8로 하였다. 일치상관계수는 

두 변수에 대하여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계

측값이며, 두 변수가 독립성을 가정했을 때, 평균이 

같으면 그 값은 –1이나, 1값을 같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를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학습이 진

행되게 된다.

5. 실  험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NYU

DepthV2 dataset [6]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

다. 이 영상 데이터는 RGB-D 값이 하나의 단위로 

되어 총 795개의 학습 데이터와 654개의 테스트 데이

터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를 학습하기에 그 규모가 작기 때문

에 영역을 임으로 자르거나 좌우 또는 상하로의 반

전, 색, 명암, 채도 등을 변형하여 보다 큰 규모의 데

이터로 확장하여 실험을 하였다. 첫 단계의 VGG-16

layers은 미리 학습되어진 값을 사용하였고, 깊이 영

상 추정을 위한 학습 중에는 파라메타의 값을 고정시

켰다.

선행된 연구 [1], [2], [3]에서는 수렴을 위해 네트

워크를 각 단계별로 따로 학습시켰지만, 우리는 한꺼

번에 학습이 가능하므로 전 단계를 한번에 학습시켰

다.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해서는 모멘텀(momen-

tum) 요소를 포함한  확률적 경사 하강(stochastic

gradient descent)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외 자세한 

파라메타 값은 Table 2에 보인 바와 같다. 모든 프로

그래밍은 텐서플로 라이브러리[7] 환경 하에서 구현

되었다.

Table 2는 앞서 설명한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하여 실험한 결과를 보인다. 평가 방법은 선행연구 

[1]에서 사용한 방식을 따른다. 결과를 살펴보면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은 정량적 평가 면

에서 [2]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사용된 파라미터의 

개수가 훨씬 적다는 점에서, 즉 완전연결레이어(fully

connected layer)를 제거한 소규모 네트워크로 구성

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시간이 짧고 임의의 입력 

영상의 크기를 입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able 2. Training parameters

Parameter’s value

Learning rate  

Momentum 

Weight decay  

Epochs 

Batch size 

Training time 

(a) (b) (c) (d)

Fig. 3. Comparison to state-of-the-art algorithms. (a) Input images, (b) Ground truths, (c) Eigen et al.[2], and (d) 

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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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Eigen et al. [2]와 결과물의 비교이고,

Fig. 4는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예측한 깊이 영상과 

단계별로 얻어진 C-Map의 결과이다. 우리 알고리즘

은 파라메타의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C-Map을 활용함으로써 시각적인 측면에서 [2]와 비

교해볼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의 정확한 깊이 값을 추정

하기 위해 새로운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와 픽셀별 신

뢰도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알고리즘

은 물체간의 경계부분에서 깊이 값이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다는 점에 착안하여 안정된 부분으

로부터 먼저 정확한 값을 구하고 단계적으로 경계부분

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 또 추정된 값이 국소 

최소값에 쏠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원활한 수렴을 위해 

일치상관계수를 제약조건으로 학습하였다.

일반적으로 깊이 영상 추정을 위해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완전연결레이어를 사용해서 고정된 크기의 

RGB영상만을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대부분 대량

의 파라메터를 가지고 학습해야하는 것, 마지막으로 

학습을 스케일 단위로 분할하여 학습해야했다는 한

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임의 크기의 영상을 입력으로 사

용할 수 있고 또 소수의 파라메타로 한번에 학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방법에 비해 많은 장점을 지

니고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단점은 Eigen et al.[2]와 비교 

하여 예측된 깊이 영상이 좀 더 흐릿하다는 점이다.

이 현상은 전체적인 제약조건과 경계부분에서의 변

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알고리즘 역시 

파라메타를 더 늘리거나 레이어를 더 깊게 두는 방법

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GB 영상 이외에도 의

미적으로 분할된 영상(semantic segmentation im-

age) 같은 더 많은 입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 층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

할 계획이다.

Table 3. State-of-the-art performance comparison on the NYU dataset

method # train data # params
Error

abs rel sqr rel RMS (lin) log10

Li et al. [8] 795 60 M 0.232 0.821 0.094

Liu et al. [1] 795 130 M 0.213 0.759 0.087

Park et al. [3] 795 50 M 0.279 0.308 0.847 -

Eigen et al. [2] 240k 200 M 0.158 0.121 0.641 -

ours 795 25 M 0.229 0.252 0.835 -

(a) (b) (c)

(d) (e) (f)

Fig. 4. Depth map and C-Map at each network step. (a) Input images, (b) Ground truths, (c) Estimated Depth map, 

(d) C-Map at step1, (e) step2, (f)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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