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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깊이 영상은 3차원 공간상의 거리 정보를 2차원 평면에 나타낸 영상이며 다양한 3D 비전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기존의 많
은 깊이 추정 연구는 주로 좁은 FoV (Field of View) 영상을 사용하여 전체 장면 중 상당 부분이 소실된 영상에 대한 깊이 정보를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수의 좁은 FoV 영상으로부터 360° 전 방향 RGBD 영상을 동시에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오버랩 되지
않는 4장의 소수 영상으로부터 전체 파노라마 영상에 대해서 상대적인 FoV를 추정하고 360°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을 동시에 생성하
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 기반의 영상 생성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두 모달리티의 특징을 공유하여 상호 보완된 결과를 확인한다. 또한
360° 영상의 구면 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개선된 성능을 보인다.

Abstract

Depth map is an image that contains distance information in 3D space on a 2D plane and is used in various 3D vision tasks. 
Many existing depth estimation studies mainly use narrow FoV images, in which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entire scene is los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chnique for generating 360° omnidirectional RGBD images from a sparse set of narrow FoV images. 
The proposed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based image generation model estimates the relative FoV for the entire panoramic 
image from a small number of non-overlapping images and produces a 360° RGB and depth image simultaneously. In addition, it 
shows improved performance by configuring a network reflecting the spherical characteristics of the 360°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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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몰입감을제공하는실감형미디어인가상현실과증

강현실기술에대한관심이급상승하고있다. 3D 장면이해
는이러한분야에서매우중요한요소이며그 중에서가장

기본이되는연구분야중하나는깊이추정연구이다. 깊이
영상은 3차원 공간에서의 깊이 정보를 2차원 평면에 표현
한 영상으로서, 공간의 3차원 구조 정보를 포함하므로 뷰
합성, 3D 모델링, 자율주행, 로봇공학 등 다양한 3D 비전
분야에 활용된다[1,2].
기존의좁은 FoV 카메라를이용하여서장면을취득하는
경우에 주변 장면의 상당 부분이 소실된 일부분에 해당하

는 영상을 얻게 되고, 전 방향 장면을 취득하려면 복수의
카메라를 구축하여 다수의 영상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비용이발생하게된다. 그대안으로 FoV가 180° 이상
인 넓은 FoV를 갖는 소수의 어안렌즈 카메라를 사용하여
전방향영상을취득할수있다. 어안렌즈는구형모델로기
존의핀홀카메라 기반의평면모델을그대로 활용하기어

렵기 때문에[3,4] 등장방형도법(Equirectangular projection) 
영상과같은구체투영영상을사용할수있다. 그러나이러
한 360° 투영영상은경계면과극부분에왜곡문제가발생
할수있고, 최근에이러한 360° 투영영상의특성을반영한
딥러닝 네트워크도 제안되고 있다[5,6].
오랜 기간 연구되어온 깊이 추정 연구는 전통적인 방식

의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한 깊이 추정[7,8,9], 최근 딥러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단안 영상에 대한 깊이 추정방식[6], 그
리고 이 두 기법을 혼합한 방법이[10] 연구되고 있다. 이러
한 기법들은 대부분 좁은 FoV를 가지는 단안 영상을 대
상으로 한다. 또한 일반적인 영상 데이터셋과 달리 좁은
FoV 영상 기반의 센서를 이용하여 취득된 고품질 360° 
데이터셋은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깊이 영상의 경우 깊
이 정보가 취득된 화소에서는 높은 정밀도를 갖지만 딥러

닝 네트워크 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희소한 깊이 영상이

취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희소한 깊이 영상
을 조밀한 깊이 영상으로 완성하는 연구가[11,12] 수행되기
도 하였으며, 스테레오 영상을 취득하고자 카메라를 새롭
게 배치하여서[13] 영상을 취득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일관
성 있는 기준선을 유지하기에 힘들고 작업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본논문에서는앞서언급하였던기존의문제점들을고려

하여 RGBD 영상을생성하는컨볼루션신경망(CNN) 기반
의 딥러닝 네트워크를 제안하며, 겹치지 않는 4장의 좁은
FoV 영상에 대해서 360° RGBD 파노라마 영상을 생성하
는프레임워크를제안한다. 3D60 360° 실내데이터셋에대
하여 일반화된 네트워크임을 보이고, 두 모달리티의 상호
작용을통해서기존의단일네트워크[14]보다개선된결과를

보인다. 또한 360° 영상특성을고려한특징[15]을추출하여

서 Frechet distance[16]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복원 성능을 개선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기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D60 실내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기존 실외영상 기반
네트워크를 일반화한다.

•U-Net 기반의 적대적 생성 신경망을 이용하여 컬러
(RGB) 영상과 깊이(D) 영상을 동시에 생성한다.

•RGBD 두 모달리티의 특징을 공유하도록 하여 상호
보완된 성능을 보인다.

•360° 영상 특성을 반영한 특징을 이용한 Frechet dis-
tance 손실 함수를 통해서 개선된 결과를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관련 연구로
구형 모델에 대한 조밀한 깊이 추정 연구와 마스크 기반

의 컨볼루션 신경망 네트워크, 그리고 본 논문의 기반이
된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제안하는 네
트워크에 대한 구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IV장에서
정량적, 정성적 평가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 V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1. 구형 모델에 대한 조밀한 깊이 추정 연구

360° 영상을 이용한 깊이 추정연구로는 기존의 좁은

FoV 영상에서의 깊이추정 연구와유사하게전통적인 방
법인스테레오 영상 기반의깊이추정기법과딥러닝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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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안 영상에 대한 깊이 추정 연구 기법이 존재한다. 
360SD-Net[13]은딥러닝기반의구형스테레오영상을활용

한 깊이추정 네트워크로 Top-Bottom 구조로카메라를 세
팅하여얻은스테레오영상과구형파노라마의왜곡문제를

해결하기위한 polar angle 영상을사용하며비용볼륨구축
을 위해서 학습 가능한 Shifting filter를 제안하였다. 
OmniDepth[6]는딥러닝기반의단안영상에대한깊이추정

연구로 오토인코더 구조의 360° 영상의 특성을 고려한 네
트워크를 제안하였다. 구형 파노라마는 양 극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전역 컨텍스트를 위한 Dilated 컨볼루션과 Spatial correla-
tion을 위한 × 컨볼루션으로 네트워크를 설계하였다. 
BiFuse[5] 또한딥러닝 기반의 단안 영상에 대한 깊이 추정
연구이며, 구형 파노라마에서 등장방형 형식과 큐브맵 형
식에 의한 경계면 문제를 개선하고자 두 형식을 융합하는

모듈을 제안하여 네트워크를 설계하였다. 또한 큐브맵 형
식에서 구형 패딩 기법을 제안하여서 구형 파노라마 영상

의 왜곡을 줄이도록 하였다. 조밀한 깊이 추정을 위한

Depth completion연구로 Lu[11]는특징 공유 모듈을이용하

여깊이영상을생성하기위한 Gray-scale 영상을생성하여
보조하는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두 모달
리티의 융합된 특징을 사용하는 [5, 11] 방법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설계하였다.

2. 마스크기반의 컨볼루션 신경망 네트워크

입력 영상에 마스크를 적용하고 손상된 영역을 채워 넣

는 연구는 오래된 연구 주제로 영상 편집과 같은 작업에

사용될수있다. 전통적인방식으로 Diffusion-based 기법은
참조영상을이용하여서주변영역으로부터정보를가져와

서채워넣는방법이며, Patch-based 기법은입력영상의손
상되지않은영역으로부터화소정보를가져와서비어있는

영역을채워넣는방식이다. 이러한방법은입력영상에의
존적이며전체적인구조에일관성이떨어지고의미정보를

생성하기어려운한계점을가진다. 최근딥러닝네트워크의
발전으로생성모델은기존의방식과는다르게입력영상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의미 정보를 포함한

일관성을가진영상생성이가능하다는점에서마스크기반

의영상생성연구에많이활용된다. StructureFlow[17]은 영
상에 랜덤하게 이진 마스크를 생성하여 적용하고 누락된

픽셀을 생성하는 딥러닝 기반의 네트워크로 구조 정보를

위해서 edge-preserve smooth 영상을생성하고이를기반으
로 세부적인 텍스처 정보를 생성하도록 하여 전체 영상을

복원하는 기법을제안하였다. MED[18]는 인코더-디코더 기
반의 영상 생성 네트워크이며 얕은 레이어의 텍스처 정보

와 깊은 레이어 부분의 구조 정보에 대해서 멀티 스케일

커널을 적용하여 융합한 뒤 평활화 처리를 수행하여 디코

더에 더하도록 하여서 불규칙한 마스크 영역에 대한 복원

을 수행한다. 
이처럼 360° 영상에대한깊이추정연구가많이수행되
고 있지만기존의 좁은 FoV를 입력으로 활용한연구와 겹
치지 않는 입력 영상에 대하여 전 방향 영상을 생성하는

연구는드물다. 또한 대부분 영상 생성연구에서불규칙하
고 영상 전체에산발적으로분포된이진마스크 영상을사

용하는데, 본연구에서는큰블록형태의마스크로주변정
보가 많지 않은 환경에서의 영상 생성으로 어려운 조건에

대한 네트워크를 보인다.

Ⅲ. 제안하는 기법

제안하는네트워크는 360° 영상에대해서상대적인 FoV
를 추정하는 네트워크와 추정된 FoV 영상으로부터 360° 
영상을 생성하는 파노라마 생성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상
대적인 FoV를추정하는네트워크와파노라마생성네트워
크는 별도의훈련과정을 거치며 FoV 추정 단계이후에 생
성된 결과 영상에 마스크를 적용하고 등장방형 도법 영상

형식으로 변형한 입력에 대하여 파노라마를 생성한다. 파
노라마 생성 결과는 RGBD의 특징을 공유하여서 상호 작
용된 결과이다. 제안하는 전체 프레임워크는 그림 1, 그림
2에 도시하였다.

1. 상대적인 FoV 추정

전체파노라마에대해서상대적인 FoV를추정하는단계
는 파노라마 생성 이전에 수행되며 절대적인 각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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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RGBD 생성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
Fig. 1. Overall architecture of the RGBD generation network

그림 2. 제안하는 RGBD 생성 네트워크의 특징 공유 모듈
Fig. 2. Feature sharing module of the RGBD generation network

라 전체 파노라마 영상에서 차지하는 크기의 추정 문제로

모델링한다. 4개의수평관측방향 영상을입력으로 사용하
며, 병목레이어에서는 FoV 각도에해당하는 256개의클래
스를 출력하고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 분류작업의 목적함
수로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를 사용하며, 디코더 레이
어에서 FoV각도에대한패딩이추가된마스크영상을생성
하여 Ground truth 마스크와의 L1 거리목적함수를 사용한
다. 기존의네트워크를 확장하여 RGBD 영상에 대해서 적

용하고[14], 다음 단계인 파노라마 생성단계에서는 FoV 추
정네트워크가정확한 FoV를추정한다는가정하에최근관
련 연구에서많이사용되는마스크비율중에서 가장 고품

질 영상을 생성하기 어려운 비율인 FoV 60° (마스크 비율
약 57%)의 입력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17, 23]과
같은 마스크 기반의 영상 생성 연구에서는 0-60% 사이의
마스크를 생성하여서 비율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이는데, 
마스크의비율이클수록 생성해야 할 영역이 커지며, 성능
이낮아지는결과를확인할수있다. 또한 [24] 에서는마스
크의 형태를 랜덤한 형태, 그리드 형태 그리고 본 논문과
유사한 블록 형태로 구성하여서 실험하였는데, 랜덤한 마
스크 구성(75% 비율)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블록
마스크 구성(50% 비율)은 다른마스크 형태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다.

2. 파노라마 생성

파노라마생성네트워크는 U-Net 기반의적대적생성신
경망 네트워크이다. 훈련시에 적대적 손실함수로 LSGAN
을 사용하며, 각 RGBD 네트워크에 대한 적대적 손실함수
, 는다음과같다. , ,  , 는각각

RGBD 네트워크의 생성기와 식별기이다.  ,  , , 는

각각생성기 , 의입력과생성된영상이며, , 

는 생성된 영상에 대한 참값 영상이다.

(1)

(2)

생성된 영상과 참값 영상 사이의 픽셀 손실 함수는 L1 
손실함수를사용한다. 다음  는 RGBD 네트워크

의 픽셀 손실함수이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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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또한사실적인영상생성을위해서지각손실목적함수

로 사전 훈련된 VGG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다음 , 
는 RGBD 네트워크의 지각 손실 목적함수이다. 

 ∙는 VGG 네트워크로부터추출된 i번째특징벡터
이다.

 


║  
 ║  (5)

 


║ 
║  (6)

360° 영상 특징을 반영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
가 제안하는 모델을 훈련하고 사전 훈련된 모델을 이용하

여서 RGBD 특징이 공유된 모듈 잠재공간의 마지막 레이
어의 특징 를 추출한다. 그런 다음 [15]에 따라서

Longitudinal invariant 특징  ′ 와 Latitudinal equivar-
iant 특징  ′′ 을 추출하였다.   는 각 채널, 너비, 

높이를 의미한다. 단일 영상의 특징맵 거리를 계산하여서
유사도를 향상시키는 VGG 손실 목적함수와 달리 생성된
영상 데이터셋과 Ground truth 영상 데이터셋 사이의분포
거리를 측정하게 되며 Fusion 모듈의 마지막 레이어를 사
용하여서융합된 RGBD 특징벡터분포의유사도가반영된
다.

 ′   




 (7)

(8)

그리고 Frechet distance[16]를 측정하여서 손실함수로 사

용하였다. Frechet distance ∵는 Ground truth 영상의
Mean   Gaussian과 생성된 영상의 Mean ′  ′   
Gaussian 사이의 Frechet distance이다. ′  ′는 각
각 Ground truth, 생성된 영상의 Mean과 Covariance이다. 
Frechet distance 손실함수는 훈련 중 0번째 Iteration에서
측정된 값 

을 나누어서 정규화하였다.

(9)

 





(10)

따라서 파노라마 생성 네트워크의 전체 손실함수

 는 다음과 같으며,   는 상수인자이다.

       

              
(11)



      

          

(12)

각 RGBD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영상에 대하여 입력 영
상의참값영역을제외한 나머지부분에해당하는이진마

스크를 적용한 영상의 특징을 공유하며 다음과 같다. 

   ,   ・는 인코더이며 

은 가장 큰 FoV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진 마스크이다. 각
RGBD 네트워크의레이어는픽셀합계를수행하며마지막
레이어 는각 네트워크의 마지막블록에채널연결을 수

행하여서 각 디코더에 전달되어 다음과 같다. ∵

은채널기반의연결함수이다. 제안하는특징공유모듈을
그림 2에 도시하였다.

 (13)

   (14)

Ⅳ. 실험 결과

총 21,600개의실내데이터셋 Matterport3D[19], Stanford- 
3D[20], SunCG[21]에서깊이영상을기준으로손상된영역이

일정 값이상에 해당하는 훈련에부적절한데이터셋 3,446
개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며, 총 18,154개의 데이터셋에
대하여 훈련 데이터셋(80%), 테스트 데이터셋(2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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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서적용한다. 그림 3은정제된데이터셋의샘플이다. 
1-2행은 RGBD 영상 샘플이며, 3행은 깊이 영상을 기준으
로 손상된 영역을 시각화한 맵이다.
네트워크 훈련에서는 ADAM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며, 

Learning rate   ,  ,  , Batch size는

2로설정하고, NVIDIA RTX A6000 GPU를사용하여훈련
하였다. Matterport3D[19], Stanford3D[20], SunCG[21] 데이터
셋에대해서큐브맵형식으로변환하여 4개의면을훈련에

사용할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으며, 세 개의 데이
터셋을 각각 따로 훈련하였다.
정량평가에서 생성 모델의 유사도를 위한 PSNR, SSIM
과 깊이 영상의 유사도 평가를 위한 절대 차이(Abs Diff), 
절대상대오차(Abs Rel), 상대오차제곱(Sq Rel), 평균제
곱근 오차(RMS), 평균 제곱근 로그 오차(RMS log), 상대
정확도(δ)를 측정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마스크 비율은 최
근 관련 연구에서많이사용하는가장넓은영역의마스크

그림 3. 3D60 데이터셋 샘플
Fig. 3. Sample of the 3D60 dataset

그림 4. 생성된 RGBD 영상의 정성평가 결과 (1,3행: 컬러 영상, 2,4행: 깊이 영상 샘플)
Fig. 4. Qualitative evaluation of generated RGBD images (rows 1,3: color image samples, rows 2,4: depth imag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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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인 FoV 입력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정성평가를 위해서 제안하는 Fusion 블록을 사용한 네트
워크와 Fusion 블록을사용하지않고 RGBD를각각따로구
성한네트워크와비교하였으며, Frechet distance 손실함수를
사용하기전과후의결과를비교하였다. 또한생성된 RGBD 
영상에대한포인트클라우드를생성하여서비교하였다. 그
림 4에서는제안하는네트워크와특징공유모듈을사용하지
않은네트워크의결과를정성적으로비교할수있으며, 제안

하는네트워크의결과에서전반적으로전체적인레이아웃과

디테일한 정보를 잘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에서는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생성된 깊이 영상에서 정성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3차원 레이아웃과 잡음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생성된깊이영상에대한다양한정량평가결과이
며, 특징공유 모듈을 사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표

Method Dataset Abs Diff Abs Rel Sq Rel RMS RMS log

w/o Fusion

Matterport3D 69.2760 1.5925 0.4759 5.5254 0.1607 0.9128 0.9709 0.9862

Stanford3D 62.4588 1.3190 0.4855 5.3640 0.1654 0.9160 0.9687 0.9858

SunCG 106.6007 3.3904 0.5770 4.2691 0.1562 0.9111 0.9525 0.9709

w/ Fusion

Matterport3D 84.7544 1.8244 0.4563 5.3990 0.1490 0.9204 0.9738 0.9881

Stanford3D 87.2217 1.6361 0.4773 5.1792 0.1617 0.9135 0.9707 0.9866

SunCG 84.2728 3.0317 0.5868 4.3606 0.1503 0.9101 0.9529 0.9718

표 1. 깊이 결과 영상 평가 평균 값
Table 1. Evaluation of the depth images

그림 5. 생성된 RGBD 영상의 3D point cloud 결과
Fig. 5. 3D point cloud on generated RGB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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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Dataset PSNR SSIM

w/o Fusion

RGB
Matterport3D 17.2832 0.6535
Stanford3D 18.0947 0.6716

SunCG 20.7043 0.7987

Depth
Matterport3D 25.8226 0.9282
Stanford3D 21.7707 0.9007

SunCG 28.0096 0.9430

w/ Fusion

RGB
Matterport3D 17.6667 0.6705
Stanford3D 18.2139 0.6748

SunCG 21.7096 0.8072

Depth
Matterport3D 26.1095 0.9294
Stanford3D 25.4359 0.9185

SunCG 28.4385 0.9418

표 2. Frechet distance loss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RGBD 영상 평가
결과
Table 2. Evaluation of RGBD images without Frechet distance loss

2, 표 3에서는 Frechet distance 손실함수를 사용하기 전과
후의 결과이다. 생성된 RGBD 영상 모두 특징공유 모듈을
사용하지 않은 네트워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제안하는
네트워크의 생성 영상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며, Frechet 
distance 손실함수를 사용하기 전과 비교하여서도 더 좋은
결과를확인할수있다. 그림 6은 Frechet distance 손실함수
사용 전후 결과를 Fusion 모듈 사용전후 네트워크에 적용
하여비교한 결과이며, 각 1,2행과 3,4행은 RGBD 영상 샘
플 결과이다.

Method Dataset PSNR SSIM

w/o Fusion

RGB

Matterport3D 17.5454 0.6658

Stanford3D 18.3560 0.6851

SunCG 20.9933 0.8011

Depth

Matterport3D 25.7250 0.9276

Stanford3D 25.2045 0.9168

SunCG 28.1536 0.9419

w/ Fusion

RGB
Matterport3D 18.1325 0.6850

Stanford3D 18.4782 0.6859
SunCG 21.0893 0.8051

Depth
Matterport3D 26.1831 0.9301
Stanford3D 25.6019 0.9187

SunCG 28.3960 0.9435

표 3. Frechet distance loss를 적용한 RGBD 영상 평가 결과
Table 3. Evaluation of RGBD images with Frechet distance loss

Frechet distance의 검증을 위해서 [22]의 실험과 유사한
방법을사용하였다. 먼저 제안하는 모델의 사전 훈련된 모
델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파노라마 영상에 대해서

Gaussian blur, Salt and pepper 노이즈를 4가지 단계로 생
성하여서 Frechet distance를 측정하였다. 그림 7에서
RGBD 영상모두 Ground truth의영상의특징분포와생성
된 영상의 특징 분포의 거리가 Disturbance 레벨이 커질수
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서 특징을 추출하고 Frechet distance를 계산하였

그림 6. Frechet distance 손실함수를 적용한 RGBD 생성 결과
Fig. 6. RGBD images on Frechet distanc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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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블러와 노이즈를 정상적으로 캡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는 각 Disturbance 레벨을 의미한다.
또한 제안하는 특징공유 모듈에 대해서 Residual block
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한 개의 Residual block만을 사용
하였을 때 그리고 직접 연결을 수행하였을 때의 3가지 추
가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실험하였다. 표 4는 Frechet dis-
tance 손실하지 않은 네트워크에 대한 3가지 구성에 대한
정량 평가 결과이다. 특징공유 모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3가지 특징공유 모듈을 사용하였을 때 전반적으
로더좋은결과를볼수 있다. 다른모델과의비교를위해
서 RGB 영상 생성에 대한 모델로 인페인팅 모델 [23]과
w/o Fusion 네트워크인 기존의 모델 [14]에 대해서 비교
하였다. 두 모델 모두 같은 조건인 무작위 FoV로 재훈련
하였으며, FoV 60°에 대해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수행
하였다. 그리고 깊이 영상 비교를 위해서 깊이 추정 모델
의 훈련된 모델 [5], [22] 그리고같은조건으로 다시 훈련
한인페인팅모델 [23], 기존의모델 [14]를비교하였다. 표
5와 표 6에서 Matterport3D 데이터셋 1,759개에 대한

PSNR, SSIM 평균을 구하여 비교하였으며, 그림 8, 그림
9에서 정성적인평가 결과를 확인할수 있다. 깊이 영상의
경우에 다른 모델과비교하기 위해서 Top, Bottom 부분을
제외하고평가하였다. 또한참값 RGB 영상을입력으로생
성된 깊이 영상과 제안하는모델의 RGB 영상을 입력으로
생성된 깊이 영상을 비교하였다. 

Method Dataset PSNR SSIM

w/o 
Residual 
blocks

RGB

Matterport3D 17.0306 0.6434

Stanford3D 18.5446 0.6866

SunCG 21.4293 0.8036

Depth

Matterport3D 26.4858 0.9312
Stanford3D 25.7579 0.9206

SunCG 28.0848 0.9435

One 
residual 

block

RGB

Matterport3D 18.0804 0.6811
Stanford3D 18.5318 0.6889

SunCG 21.2478 0.8039

Depth

Matterport3D 26.1706 0.9303

Stanford3D 25.6402 0.9203

SunCG 28.5691 0.9428

Directly 
concate
nation

RGB

Matterport3D 17.8931 0.6808

Stanford3D 18.5357 0.6880

SunCG 21.3926 0.8024

Depth

Matterport3D 26.2732 0.9308

Stanford3D 25.2013 0.9170

SunCG 28.0640 0.9421

표 4. 3가지 특징 공유 모듈에 대한 평가
Table 4. Evaluation of 3 feature sharing module

Method PSNR SSIM

Ours 18.1325 0.6850

EdgeConnect [23] 15.1862 0.6039

Sumantri [14] 17.2832 0.6535

표 5. 기존 기법과의 RGB 영상 생성 결과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RGB images with previous methods

    

   그림 7. Frechet distance 검증
   Fig. 7. Frechet distanc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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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소수의 영상으로부터 RGBD 영상을 동시
에생성하는적대적생성신경망기반네트워크를제안하였

다. 두모달리티의 특징을공유한 생성 모델에대하여 단일
네트워크보다개선된성능을정량적, 정성적으로확인하였으
며, 360° 영상 특징이 반영된 Frechet distance 손실함수를
적용하여서 개선된 성능을 보였다. 또한 특징 공유 모듈에
대한 Ablation study를통해서기존의단일네트워크보다높

은성능을확인하였으며, 그중에서제안하는구조에서좋은
성능을보이는것을볼수있었다. 기존의 RGBD 영상생성
모델과비교하였을때에도정성적, 정량적으로우수한성능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파노라마 영상에 대한
생성모델과는달리높은비율의마스크가적용된겹치지않

는소수의영상으로부터고품질 RGBD 영상을동시에생성
한다는점과 360° 특징이반영되고 RGBD의상호보완된결
과를갖는점에서차별점을갖고, 고품질 RGBD 영상생성
을 통해서 복잡한 3D 장면 재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

Method Abs Diff Abs Rel Sq Rel RMS RMS log
Ours 84.7544 1.8244 0.4563 5.3990 0.1490 0.9204 0.9738 0.9881

Bifuse(GT) [5] 116.4334 4.4129 2.5221 9.3509 0.6489 0.3782 0.6052 0.7351
Bifuse(Generated) [5] 95.0981 3.9783 2.1558 9.6091 0.7790 0.2706 0.4764 0.6367

HoHoNet(GT) [22] 48.8880 2.9683 2.0377 8.2796 0.3242 0.6760 0.8788 0.9376
HoHoNet(Generated) [22] 85.0457 3.5670 2.0867 8.6423 0.3710 0.5941 0.8304 0.9160

EdgeConnect [23] 124.0315 3.7339 1.4945 7.9192 0.4960 0.5717 0.6956 0.8092
Sumantri [14] 62.4457 2.9313 1.3701 5.3454 0.1620 0.9156 0.9723 0.9866

표 6. 기존 기법과의 깊이 영상 생성 결과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depth images with previous methods

그림 9. 깊이 영상 결과에 대한 기존의 기법과의 정성적 비교
Fig. 9. Qualitative evaluation of generated depth images with other methods

그림 8. RGB 영상 결과에 대한 기존의 기법과의 정성적 비교 (1,2행: 결과 샘플1,2)
Fig. 8. Qualitative evaluation of generated RGB images with other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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