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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ape From Focus (SFF) is a passive optical technique to recover 3D structure of an object that utilizes focus

information from 2D images of the object taken at different focus levels. Mostly, SFF methods use a single focus measure

to compute image focus quality of each pixel in the image sequen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cover accurate 3D shape

using a single focus measure, as different focus measures perform differently in diverse conditions. In this paper, a

nonlinear Total Variation (TV) based approach is proposed for 3D shape recovery. To improve the result of surface

reconstruction, several initial depth maps are obtained using different focus measures and the resultant 3D shape is obtained

by diffusing them through TV. The proposed method is tested and evaluated by using image sequences of synthetic and

real objects. The results and comparative analysis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ou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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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물체의 3차원 깊이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서 Shape from focus (SFF)는 가장 수동적인 방법의

하나로 분류된다. 레이저나 초음파와 같은 능동적인 에

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의 초점 거리 변화에 의

해 촬영된 여러 장의 영상들만을 이용하여 물체의 깊

이 정보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SFF에서는 물

체 표면의 모든 점에 대해 카메라 렌즈에서부터 그 점

까지 가장 초점이 잘 맞는 위치를 찾아 그 거리를 측정

하는 방법으로 깊이 맵(depth map)을 만들게 된다. 

Fig. 1은 이러한 SFF 기술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

는데, 그림의 하단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가 있고 그

위에 렌즈와 촬상 소자(image detector)로 이루어진 카

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물체는

처음에는 기준면(reference plane)에 놓이게 되는데, 이

후 광학 축(optical axis)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이동

하면서 각 단계에서의 영상을 촬영하게 된다. SFF에서

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각 단계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분석하여 그 물체의 깊이 정보를 계산해 내는 방식이

다. 이상적인 핀홀(pin-hole) 카메라와는 달리 실제 카

메라에서는 렌즈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영상에

서 초점이 잘 맞는 깊이가 제한적이 되는 심도(depth-

of-field)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그림에서와 같

이 다양한 깊이를 가진 물체에서 특정한 깊이의 표면

들은 초점이 잘 맞아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비해 표면

의 깊이가 다른 부분들은 초점이 잘 맞지 않게 되고,

따라서 영상 내에서 흐릿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

서 다양한 깊이를 가진 물체를 촬영한 영상의 각 프레

임에서는 초점이 잘 맞아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이 항상 혼재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림에서 초점이 잘 맞추어진 부분(Well-focusd

pixel)은 원래 물체의 표면 정보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데 반해서, 좌측 부분의 초점이 맞지 않은 화소(Defo-

cused pixel) 주변은 물체 표면의 한 점이 센서의 넓은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영상을 흐릿하게 만들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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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한 물체에 대한 영상에서 이렇게 초점이 잘 맞

추어진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비해 훨씬 많은 고

주파 성분을 포함한다. 따라서, SFF에서는 영상 내에

초점이 잘 맞은 화소들을 잘 선택하여 이들까지의 거

리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영상

시퀀스의 모든 화소들에 대해 초점이 얼마나 잘 맞았

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초점 측도

(focus measure)라고 한다[1,2]. 이러한 초점 측도는 초

점의 품질이 높을수록 증가하며, 가장 초점이 잘 맞는

프레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광학 축 방향에 따른 모든

프레임에서 측정된 초점 측도를 모으면 초점 볼륨(focus

volume)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SFF에서는 이를 이용하

여 초기 깊이 맵(initial depth map)을 만들게 된다.

초기 결과를 이용하여 보다 정밀한 깊이 맵을 구하

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는데[3,4,5], 이

들 방법들은 대부분 하나의 단일 초점 측정 연산자를

이용해 계산된 값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

은 단일 초점 측도 기반 알고리즘들은 정확한 3차원

형상을 얻기가 어렵고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개의 초점 측도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는데,

실험 결과가 기존의 단일 초점 측도 방식들에 비해 우

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7].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전변동(Total Variation, TV)에

기반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방식은 서로

다른 다양한 초점 측도 연산자를 이용하여 측정된 다

수의 초기 깊이 맵을 이용하여 보다 정밀한 물체의 3

차원 형상을 복원하기 위한 방법이다. 개념적으로 이러

한 방법은 한 초점 측도 방식의 장점이 다른 방식의 단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일 방식에 비해 훨

씬 우월하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여

러 개의 합성 영상과 실체 물체를 이용하여 실험하였

으며, 기존의 방법에 비해 개선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제안된 방법

Fig. 2는 제안된 방법으로 3차원 깊이 맵을 추출하는

과정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과

정은 영상 시퀀스를 취득하고, 영상 초점 볼륨을 계산

하며, 이를 이용해 초기 깊이 맵을 생성하고, 마지막으

로 전변동을 이용하여 최종 깊이 맵을 재구성하는 단

계로 이루어진다.

2.1. 영상 시퀀스 취득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영상 시퀀스 g(z)(x, y)를 구하는

단계로, CCD 카메라를 설치하고 대상 객체를 광학 축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씩 이동하면서 촬영하게 된다.

이때 x = 1,2,..., X와 y = 1,2,..., Y는 각 영상 시퀀스에

서 영상의 행과 열을 나타내며, z = 1,2,..., Z는 영상 시

퀀스의 프레임 번호를 나타낸다.

2.2. 영상 초점 볼륨(Image Focus Volume) 계산

두 번째 단계는 다양한 초점 측도 방법을 이용하여

초기 깊이 맵을 구하는 과정이다. 각각의 화소에 초점

측도 방법이 적용되어 초점 품질이 계산되는데, 공간적

인(spatial domain) 측면에서 이들은 보통 지역적 알고리

즘으로 계산된다. 위치가 (x, y)인 임의의 화소에 대해

w×w크기의 이웃영역(neighborhood)을 U라고 정의하자.

Fig. 1. Shape from focus.

Fig. 2.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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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때, 는 이웃영역 U내의 화소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수정된 라플라시안(Laplacian) 연산자

라플라시안은 영상에서 고주파 성분을 뽑아내기 위

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연산자인데, 원래의 라플라시안

을 절대값을 취하도록 변경하여 사용하였다[2]. 이에

따라 각 화소에 대한 초점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

잡음에 대해 보다 더 안정적인 계산을 위해 초점 값

을 작은 윈도우 안에서 합하여 사용한다.

(3)

2) 영상 기울기 연산자

초점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 화소의 기울기를 사용하

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다[8]. 기울기를 계

산하기 위해 소벨(Sobel) 연산자가 많이 사용되는데,

영상의 화소들을 각각 가로와 세로 방향의 기울기 연

산자 Gx와 Gy를 사용하여 컨볼루션한 값을 사용 한다.

(4)

3) 통계적인 초점 측정

통계적인 초점 측정 방법 중에서는 회색도 분산법

(Gray Level Variance, GLV)이 가장 유명한데[8], 이

방법은 작은 윈도우 내에서 밝기 값의 분산이 클수록

고주파 성분이 더 많고 날카로운 영상이 된다는 특징

을 이용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앙 화소에 대

한 초점 값 계산에 인접 화소 밝기의 분산(variance)를

이용하게 된다.

(5)

이때, µ는 w×w 크기의 윈도우 내의 평균 밝기 값을

의미한다.

2.3. 초기 깊이 맵 생성

세 번째 단계는 다양한 영상 초점 볼륨(focus vol-

ume)에서 초기 깊이 맵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m번째의

초점 연산자 Fm을 영상 시퀀스내의 모든 영상에 적용하

면 다음과 같이 m번째 초점 연산자에 의한 초점 볼륨

이 만들어진다.

(6)

물체 표면상의 점들 중에 초점이 가장 잘 맞은 점들

에서 가장 날카로운 화소 값이 발생하며, 이들이 깊이

정보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초기 깊이 맵을 만드는 과

정은 초점 볼륨에서 광학 축을 따라서 가장 큰 값을 선

택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7)

각각의 연산자에 대해 이 과정을 수행하면 m개의 초

기 깊이 맵이 만들어진다.

2.4. 비선형 전변동을 이용한 최종 깊이 맵

마지막 단계는 앞에서 구한 다수의 깊이 가설

(hypotheses)을 이용하여 정확한 최종 3차원 형상 정보

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비선

형 전변동(Total Variation, TV)기법을 사용하였다. 먼

저 m개의 초기 맵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

깊이 맵을 d'(x,y)라 하자. 초기 깊이 맵들은 잡음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맵들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8)

이때, κ(x,y)는 강도(weight, gain), η(x,y)은 잡음을

나타내고, dm(x,y), 1 ≤ i ≤ m는 m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 초기 깊이 값을 나타낸다. 식 (8)을 행렬 식으

로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9)

(10)

(11)

d'(x,y)를 구하기 위해 최소자승(least square estima-

tion)법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들은 잡음에 강건하

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전변동 (total varia-

tion)을 사용하는 것이 불연속성(discontinuity)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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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훨씬 잡음에 강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9,10],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전변동 기법을 이용하였다. 즉, 적절한 제한 조건 아래

에서 전변동노름(TV norm)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d'(x,y) 구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2)

     

이때, 이고, 와 는 각각

x와 y 방향의 의 도함수이며, 는 잡음의 분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소화 문제를 풀기 위해 Rudin 등

이 제안한 방법[10]을 사용했는데, 이는 반복적인 방법

에 기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3)

이때, n은 반복 회수이며, 은 시간 스텝을 나타

내고, ‘•’ 는 벡터의 내적을 의미한다. 

α는 식 (13)을 풀기 전에 미리 구해져야 하는 미지수

인데, α에 대한 적응적인 값을 계산하기 위해 [9]와 유

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각각의 깊이 맵에 대해

(x,y)변의 크기 l = w×w인 작은 이웃영역을 정하고, 크

기 l × m의 행렬 을 만든다. 이 행렬

M이 고유공간(eigenspace)으로 변환된다. 크기 m × m

의 행렬 C가 M의 열 벡터들에 대한 공분산(covari-

ance) 행렬이라고 하면, C는 고유 벡터(변환 행렬 E)와

고유치 e의 집합로 나누어진다. 최종적으로 변

환행렬 E를 평균을 뺀 데이터에 곱함으로써 고

유 공간으로 변환된 행렬 F가 구해진다. 변환된 행렬

의 열(column) 들은 주 성분(principal component)로

알려져 있는데, α를 계산하기 위해 첫 번째 주 성분의

정규화 값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이들이 최대 분산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3. 실험 및 고찰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인공

데이터와 실제 물체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사용하여 실

험하였다. 먼저 Slope, Sinusoidal 및 Wave의 깊이 맵

을 각각 수학 함수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이때, 각

수학적 표면에 대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여 각각 60장씩의 영상 시퀀스를 생성하였는데, 자세

한 방법은 [1]에 잘 기술되어 있다. Fig. 3의 위쪽 영상

들은 이러한 수학적인 표면 데이터에 대해 인공적으로

생성된 영상 프레임들 중에서 30번째 프레임을 보여주

고 있다.

Fig. 4는 이러한 Slope, Sinusoidal 및 Wave 데이터

에 대해 깊이 맵 추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일

초점 측도만을 사용하는 기존의 3가지 방법들과 제안

된 방법에 의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안

minimize  d′ x y,( )∇ dxdy∫
s.t.  d′∫ dxdy= αd∫ dxdy

αd−d′( )2

∫ dxdy= σ
2

∫ dxdy

d′ x y,( )∇ d′x
2

d′y
2

+= d′x d′y
2

d′ σ
2

d′ n 1+( )
d′ n( ) Γ n( )

 ∇ d′ n( )∇

d′ n( )∇
--------------⎝ ⎠

⎛ ⎞ λ n( )
d′ n( )−αd( )+⋅⎝ ⎠

⎛ ⎞+=

s.t.  λ
n( ) − 1

σ2
dxdy∫

------------------- d′ n( )−αd( )∫  ∇ d′ n( )∇

d′ n( )∇
--------------⎝ ⎠

⎛ ⎞dxdy⋅=

Γ n( )

M a1a2…am[ ]=

m m×

Fig. 3.  Sample images: simulated objects (first row: Slope,

Sinusoidal, and Wave); real objects (second row:

letter I, letter P and head).

Fig. 4.  Depth maps of simulated objects obtained through

variou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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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법이 표면의 경사가 급한 부분들을 잘 표현하면

서도 이들 부분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의 영향

이 크게 줄고 깨끗한 표면을 재구성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공 데이터는 수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상적인 깊이 맵인 Ground Truth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실험 결과 표면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적인 값과 측정 값과의 차이를 정

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평균 제곱근 에

러(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사용하였다.

(14)

이때, 는 이상적인 값이고, 는 계산된 값을 나

타낸다. Table 1은 RMSE를 이용한 정량적인 성능 결

과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안된 방법이 다른 방법

에 비해 가장 작은 에러를 나타내는데, 따라서 제안된

방법이 실제 표면을 가장 잘 재구성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실제 3차원 물체에도 적용해보았

는데, 문자 I와 p 및 1센트 동전의 앞면 부분을 사용하

였다. Fig. 3의 두 번째 줄이 실험에 사용된 3차원 데

이터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5는 기존의 방법들과 제

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복원된 깊이 맵을 비교하여 보

여주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실제 3차원 물체의 경우

기존의 방법에 의해 재구성된 3차원 표면이 매우 조악

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깊이

값 계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잡음이 있는 초

점 값은 부정확한 깊이 맵을 만들게 되고, 결국 재구성

된 깊이 맵에서 값이 튀는 부분(spike)을 많이 만들게

된다. 이에 비해, 제안된 방법은 초점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의 영향을 줄이고 더 정확한 깊이 맵을

만들어 주는데, 특히 물체의 에지 부분은 여전히 살려

준다는 장점이 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전변동에 기반하여 3차원 형

상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

법은 다양한 초점 측정 연산자를 이용해 다수의 초기

맵을 구하고, 전변동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3

차원 깊이를 계산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이 기

존 방법들에 비해 훨씬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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