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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도학습 기반의 뎁스 추정을 위한 지식 증류 기법
(Knowledge Distillation for Unsupervised Depth Estimation)

송 지 민, 이 상 준*
(Jimin Song, Sang Jun Lee)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novel approach for training an unsupervised depth estimation algorithm. The

objective of unsupervised depth estimation is to estimate pixel-wise distances from camera without external supervision.

While most previous works focus on model architectures, loss functions, and masking methods for considering dynamic

objects, this paper focuses on the training framework to effectively use depth cue. The main loss function of

unsupervised depth estimation algorithms is known as the photometric error. In this paper, we claim that direct depth

cue is more effective than the photometric error. To obtain the direct depth cue, we adopt the technique of knowledge

distillation which is a teacher-student learning framework. We train a teacher network based on a previous

unsupervised method, and its depth predictions are utilized as pseudo labels. The pseudo labels are employed to train a

student network. In experiments, our proposed algorithm shows a comparable performance with the state-of-the-art

algorithm, and we demonstrate that our teacher-student framework is effective in the problem of unsupervised depth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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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임베디드 하드웨어 및 빅데이터 분야의 비약적인 발

달로 인하여, 다양한 실제 산업 분야에서 딥러닝 기술이 활

용되는 추세이다. 딥러닝 기반의 인식기술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인 자율 주행, 로보틱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분야

에서도 핵심 요소기술에 해당한다. 여러 가지 인식 기술들

중 영상 기반의 뎁스 추정 기술은 카메라 영상으로 화소 수

준의 거리정보를 추론하는 기술로서, 3차원 인식분야에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한다. 단일 영상기반 뎁스

추정을 위한 딥러닝 기술은 뉴럴 네트워크 학습 시에 카메

라 영상과 라이다 센서의 뎁스맵을 사용하는 지도학습과 카

메라 영상만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비지도학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도학습은 비지도학습에 비해 높은 추론 성능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비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를 낮은 비

용으로 빠르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는 비지도학습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의 성능 격차를 줄이고자, 지식 증류 기법 기반의 뎁스 추

정 방법을 제안한다.

딥러닝 기반 뎁스 추정 알고리즘의 초기 모델은 Eigen et

al.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1]. 이 초기연구에서 제안된

scale-invariant loss는 뎁스추정을 위한 연구에서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추세이며, KITTI [2] 데이터셋의 뎁스 추정 벤

치마크에서도 우선시되는 평가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DORN

[3]은 일반적으로 선형 회귀로 다뤄지는 뎁스 추정의 문제를

순서 회귀의 접근방법으로 재해석한 알고리즘이다. 이산화

에 따른 에러를 낮추고자 지수적으로 간격이 증가하는 이산

화 방식을 제안하고, 다수의 이진분류기를 이용하여 뎁스추

정의 에러를 최소화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BTS [4]에

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DenseNet [5] 기반의 인코더에

서 효과적으로 뎁스 정보를 추론하기 위한 디코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의 특징은 기하학적 특성을 모델에 반

영하고, 뎁스와 관련된 정보를 디코더 중간 과정에서 계산

하는 local planar guidance 기법에 있다. 이와 같은 지도학

습 기반의 뎁스 추정 방법은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딥러닝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에 카메라

와 라이다의 캘리브래이션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비지도학습 기반의 뎁스 추정 기술이 활발히 진행되

는 추세이다. Godard et al. [6]은 스테레오 영상에서 뎁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left-right consistency loss를 제안

하였다. 이후의 연구인 Monodepth2 [7]에서는 STN [8]을

활용하여 비지도학습 기반으로 뎁스추정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으며, 정적 배경에 해당하는 화

소들만을 appearance matching loss에 적용하기 위한 마스

크를 제안하였다. DiPE [9]는 appearance matching loss를

보완하여 occlusion과 동적 객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완

화하였다. MT-SfMLearner [10]은 ViT [11] 기반의 지도학

습 방법인 DPT [12]에 카메라의 자세를 추정하는 모듈을

추가한 비지도학습 구조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Monodepth2 [7]을 teacher network로 구성하여 pse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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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식 증류 기법 기반의 뎁스 추정 모델 학습 과정

Fig. 1. Overall process for training a student depth network

depth map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student network를

훈련시키는 지식증류 기법을 제안한다.

딥러닝 모델에 대한 지식 증류 기법은 Hinton et al. [13]

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지식 증류 기법의 초기 목적은 스마

트폰이나 사물인터넷 기기와 같은 엣지 디바이스의 한정된

연산 능력 때문에 소형화된 네트워크에서 본래의 네트워크와

비슷한 성능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지식 증류의 과정은 사전

에 잘 학습된 teacher network의 추론과 ground truth를 이

용하여 student network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Teacher network의 추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함께 활

용하여, student network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13].

지식 증류 기법은 처음 제안된 이후에 다양한 방향으로 연

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뎁스 추정을 위한 연구에도 적용되

는 추세이다. Wang et al. [14]은 지식증류를 효율적이고 단계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디코더의 특징맵 사이의 pixel-wise

loss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Song et al. [15]은 스테

레오 영상 기반 네트워크 사이에서 단일 영상 기반 네트워크

로 선택적으로 지식 증류하는 연구를 하였다. Pilzer et al.

[16]은 정적인 배경과 동적인 카메라의 가정을 준수하기 위해

서 복잡한 구조의 네트워크의 시차 영상에서 비교적 간단한

구조의 네트워크의 시차 영상으로 지식 증류하는 연구를 하였

다. Hu et al. [17]은 빠른 추론 시간과 높은 성능을 위해서

보조 데이터셋을 활용한 지식 증류를 연구했다.

본 논문에서는 비지도학습 기반 네트워크의 추론으로 지

도학습 기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지식 증류 기법을 제안

한다. Teacher network에서 추론된 뎁스맵을 pseudo label

로 이용함으로써, 높은 밀도의 거리정보로 student network

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

은 실제 ground truth depth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

에 비지도학습 기반의 방법에 해당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효과를 보이기 위하여 KITTI 데이터셋의 Eigen split [1]에

서 기존 방법들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onodepth2 [7]의 depth network와 BTS [4]의 네트워크

구조를 student network로 활용하여 실험하였으며, 제안하

는 방법으로 비지도학습 기반의 최고성능 [11, 18, 19]에 근

접하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Ⅱ. 본 론

1. 지식 증류 학습 체계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지도 학습 기반 뎁스

추정을 위한 teacher-student 학습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

카메라 영상 와 좌우 또는 전후의 인접한 카메라 영상 ′

을 입력하여 의 뎁스맵 를 추론한다. 그림 1의 위쪽과

아래쪽 영역은 각각 teacher network와 student network의

학습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1의 위쪽 영역에서 ⓒ는 입력

영상을 채널 방향으로 수직하게 연결시키는 concatenation

연산을 의미하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화살표는 각각 네

트워크에서의 학습 과정, 손실함수의 연산과정, 기하학적 투

영을 위한 연산 과정을 의미한다. 결정적으로 전체 네트워

크 학습 프레임 워크에서 라이다 센서의 측정된 뎁스맵을

ground truth로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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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acher network 학습

Teacher network는 Monodepth2 [7]의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였다. Teacher network의 학습 과정에서 기하학적으

로 재구성한 인접 영상 →′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연

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식 1을 사용하였다 [7]. 수식 1의

과정은 핀홀 카메라 모델 이론에 따라서 뎁스맵 과 카메

라 내재 매개변수 로 ′시점의 카메라 영상  ′을 2차원의

영상 평면에서 3차원의 월드 좌표계로 좌표계 변환을 한다.

이를 카메라 포즈 →′로 좌표계 변환을 하면 시점에서 ′

으로 좌우 또는 전후로 시점을 전환 할 수 있다. ′시점의 3

차원의 월드 좌표계 점들을 카메라 내재 매개변수 를 활

용하면 2차원의 영상 평면으로 사영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시점의 카메라 영상 → ′를 재구성 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서, 뎁스 추정 네트워크와 카메라 포즈를 추정하는 네트워

크를 별개로 구성하였다.

′→  ′〈 → ′〉 (1)

수식 2는 총 두 가지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첫 번째

항은 [20]에서 제안한 두 영상 사이의 유사도를 휘도, 대조

그리고 구조의 측면에서 계산한 SSIM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항은 L1 norm이고 이 두 가지 항을 합한 수식 2에

수식 3을 곱한 형태를 Photometric error  로 정

의한다. 수식 3은 입력 카메라 영상 를 재구성한 ′시점의

카메라 영상 → ′와 ′시점의 카메라 영상 ′에 대해서 각각

수식 2를 계산한다. 이를 비교하여 피사체가 움직이거나 카

메라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화소에 대해서 계산하

지 않기 위한 마스크 를 생성하였다.

 


∥∥ (2)

 min′′→  min′′  (3)

Monodepth2 [7]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photometric error

를 계산 하는 과정에서 수식 4와 같이 입력에 대한 전과 후

의 평균이 아닌 최솟값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네트워

크는 인접 영상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색에 대해서 강

인해질 수 있다.

 min′′→  (4)

Direct method [21]를 따라 추정된 뎁스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식 5와 같이 평균으로 평준화된 뎁스의

역수 
 
와 카메라 영상 의 도함수로 edge-aware

smoothness loss 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피사체들의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가중치로 학습을 할 수 있다.

    
     

     (5)

최종 손실함수는 수식 6과 같이 마스크에 해당하는 화소

에 가중치를 곱한 photometric error function과 두 손실함수

사이의 가중치 를 곱한 edge-aware smoothness의 합으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Monodepth2 [7]과 같이 가중치

를 0.001로 설정하였다.

    (6)

3. Student network 학습

Student network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Monodepth2 [7]

의 뎁스 네트워크의 구조를 사용하였다. 추가로 컨볼루션

커널의 채널을 늘리는 방법으로 전체 네트워크 파라미터수

를 BTS [4]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 시켰다. 그림 1에서 붉

은 바탕의 과정처럼 카메라 영상 을 student depth

network에 입력하여 추론한 뎁스맵 과 teacher depth

network의 추론 뎁스맵  사이의 손실함수는 Eigen et al.

[1]이 제안한 scale-invariant loss를 적용하였다.

4. 실험 구성

본 논문에서의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다른 방법들과 비

교하여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KITTI 벤치마크에서 뎁스 추정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에 사

용되는 9가지 지표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하고 기존 알고리

즘과 비교하였다.

5. 데이터셋

Monodepth2 [7]을 따라서 Eigen split [1]을 사용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그래서 3장의 연속된 카메라 영상이 1개

인 39,810개를 training set으로 학습하고, 4,424개를

validation set으로 학습 중에 성능을 평가하였다.

Teacher network 학습에서 intrinsic parameter는

Monodepth2 [7]을 따라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여 학습하

였다. Student network 학습에서는 BTS [4]와 동일하게

KITTI [2]에서 제공하는 촬영 당시의 캘리브래이션 결과를

적용하여 학습하였다.

6. 알고리즘 평가지표

뎁스 추정을 위한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평가지표인 Delta threshold, Absolute relative error,

Square relative error, Root mean square error,

Logarithmic root mean square error, Scale-invariant error,

Log10로 실험을 평가하였다. Ground truth 뎁스를 , 네트

워크에 의해서 추론된 뎁스를 ′라고 할때 Delta threshold

는 max′




′
으로 정의하고    

에 대해서 만족하는 화소의 비율로 계산한다. Absolute

relative error는 영상이 n개의 화소를 가질 때

 
  




′ 로 정의할 수 있으며 평가지표 중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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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Super

vision

Error metric ↓ Accuracy metric ↑

Abs Rel Sq Rel RMSE RMSE log   

DORN [3] Yes 0.072 0.307 2.727 0.120 0.932 0.980 0.994

BTS [4] Yes 0.061 0.256 2.797 0.097 0.954 0.992 0.998

DPT-Hybrid [12] Yes 0.062 - 2.573 0.092 0.959 0.995 0.999

NeW CRFs [22] Yes 0.052 0.155 2.129 0.079 0.974 0.997 0.999

Monodepth [6] No 0.133 1.142 5.533 0.230 0.830 0.936 0.970

Monodepth2 [7] No 0.107 0.817 4.788 0.198 0.871 0.956 0.979

G2S [18] No 0.112 0.894 4.852 0.192 0.877 0.958 0.981

MT-SfMLearner [10] No 0.112 0.838 4.771 0.188 0.879 0.960 0.982

Ours No 0.086 0.396 3.503 0.128 0.923 0.986 0.997

표 1. KITTI Eigen split에서 기존 방법들과의 성능 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with previous methods in KITTI Eigen split

Method

(Teacher→Student)

Super

vision

Error metric ↓ Accuracy metric ↑

Abs Rel Sq Rel RMSE RMSE log   

Monodepth2(M) No 0.119 0.929 4.946 0.198 0.871 0.957 0.980

Monodepth2(S) No 0.110 0.896 4.994 0.208 0.864 0.948 0.975

Monodepth2(MS) No 0.107 0.817 4.788 0.198 0.871 0.956 0.979

Monodepth2(M)→BTS No 0.080 0.393 3.543 0.122 0.926 0.987 0.997

Monodepth2(S)→BTS No 0.085 0.375 3.376 0.129 0.932 0.986 0.996

Monodepth2(MS)→BTS No 0.083 0.375 3.421 0.124 0.927 0.987 0.997

표 2. Eigen split에서의 Ablation study

Table 2. Ablation study in eigen split

장 직관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회귀문제

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평가지표로 Square relative error

는  
  





′
, Root mean square error는





  



′ , Log10은 log
  



log  log ′,

Logarithmic root mean square error는

log



  



log log′ 으로 정의된다. [1]에서 제안한

현재 뎁스 추정 문제에서 가장 중요시되 Scale-invariant

error는  



  



log log′ 
  



log log′ 으로

정의한다.

7. Eigen split 실험

표 1, 표 2에서 공통적으로 M, S, MS는 각각

Monodepth2 [7]의 단일 영상 기반 모델, 스테레오 영상 기

반 모델, 단일 영상과 스테레오 영상 혼합 모델의 추론 뎁

스맵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푸른 바탕의 성능지표는

높을수록, 붉은 바탕의 성능지표는 낮을수록 좋은 성능을

의미한다. Abs Rel은 Absolute relative error, Sq Rel은

Square relative error, RMSE는 Root mean square error,

RMSE log는 Logarithmic root mean square error,

   는 전체의 화소들 중에서 Delta 값

이 threshold 값인   보다 작은 화소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 1은 Eigen split [1]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기존의 실험들과 비교하는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의 실험 결

과는 기존의 비지도학습 방법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igen split [1]에서 자주 비교되는 7가지의 지표들에

서 기존의 비지도학습 방법들인 [7, 8, 11, 18]과 수치를 비교

해보면 모든 지표에서 우월한 수치를 기록하며 정량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비지도학습보다

지도학습에 가까운 성능을 보이며 그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실험결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 2는 student network는 같고 서로 다른 비지도학습

모델을 teacher network로 선정하고 학습한 결과이다. 상위

3개의 실험은 Eigen split [1]에서 비지도학습 모델

Monodepth2 [7]의 단일 영상 기반 모델, 스테레오 영상 기

반 모델, 단일 영상과 스테레오 영상 혼합 모델에 대해서

학습한 실험이다. 하위 3개의 실험은 앞서 언급한

Monodepth2 [7]의 3가지 모델의 추론 뎁스맵을 pseudo

label로 사용하여 student network [4]를 학습한 실험이다. 3

가지 모델에 대해서 모든 지표에 대해서 성능의 향상을 확

인할 수 있다. 해당 실험에서는 비슷한 성능의 서로 다른

teacher network에서 거의 유사하게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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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식증류를 통한 뎁스맵의 선명도 개선 결과

Fig. 2. Improving object sharpness from knowledge distillation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teacher network의 성능의 유사

성이 student network의 성능에서도 유사하게 반영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는 비지도학습 방식으로 훈련한 teacher network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식 증류 기반으로 훈련한 student

network의 추론 결과를 정성적으로 비교 및 평가하기 위한

그림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영상에 대한 Student

network의 추론 결과는 나무의 영역을 사실과 조금 더 가깝

게 구분하였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먼 거리의 표지판을 구

분할 수 있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상에서는 각각 나무와

가로등의 세부 특징에 대해서 향상된 물체의 선명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8. 실험 고찰

지식 증류가 유효할 수 있었던 근거 중의 하나는 그림 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의 위쪽은 지도학습에 사용되

는 라이다 정보로 밀도가 매우 낮다. 다소 거리 정확성이

낮은 비지도학습의 추론 결과라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학습

그림 3. Lidar projection과 Monodepth2 추론 뎁스 맵

Fig. 3. Lidar projection and Monodepth2 depth map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비지도학습 기반의 teacher network는 물체의

경계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정확도를 갖는다. Student

network는 카메라 영상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경계를 추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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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적으로 높은 밀도의 pseudo label에 의한 지식 증류

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지도학습 기반의 단일 영상 기반 뎁스

추정을 위한 지식 증류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비지도

학습 teacher network의 추론결과를 pseudo label로 student

network를 학습하는 지식 증류 체계를 구성하였다. 결과적

으로 기존의 비지도학습 기반 뎁스 추정 방법에서 주로 활

용되는 photometric error를 사용하는 것 보다, depth

prediction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뎁스에 대한 정보가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데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전체적으로 비지도학습이

라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성능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알고리

즘의 개선으로 기존의 비지도학습 방법의 SOTA와 비교할

만한 성능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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