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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범  이동  압축을 이용한 
실시간 필드심도 더링

(Real-Time Depth-of-Field Rendering Using 

Depth Range Shift and Compression)

이 제 선
†
      이 성 길

††

                                 (Jeseon Lee)            (Sungkil Lee)

요 약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필드심도를 실시간에 근사하기 한 후처리 기법이 많이 연구되었다. 멀

티 이어 기반 더링 기법은 단일 이어 근법에서 보이는 강도 출이나 깊이 불연속과 같은 아티팩

트를 해결했지만, 블러 된 폐색 픽셀이 가시화되는 경계 불연속과 같은 아티팩트를 보인다. GPU 기반 피

라미드 이미지 보간법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경계 불연속을 제거할 수 있으나, 블러링된 이어의 색이 

 된 이어로 흘러들어와  역이 흐려지는 문제 을 가진다. 이에, 본 논문은 피라미드 이미지 

보간법을 이용한 멀티 이어 기법을 기반으로  역이 흐려지는 아티팩트를 제거하는 기법과 물리 

기반 필드심도의 블러 정도와의 괴리를 이기 한 블러링 기법을 제안한다.  역이 흐려지는 아티

팩트는 오 젝트의 깊이 범  이동과 압축으로 제거되고, 착란원에 비례한 블러 정도로 카메라의 물리  

특성을 반 하여 품질을 높 다.

키워드: 깊이 범  이동, 깊이 범  압축, 필드심도, 실시간 더링

Abstract In computer graphics, many post-processing methods have been studied to approximate 

depth-of-field rendering in real-time. A multi-layer based rendering method eliminates problems such 

as intensity leakage and depth discontinuity, seen in a single-layer method. However, this method has 

artifacts such as boundary discontinuities that show blurred occlusion pixels. GPU-based pyramidal 

image processing eliminates the boundary discontinuity in real time, but has the problem that the focus 

area is blurred because the color of the blurred layer flows into the focused layer. We propose a 

technique to eliminates artifacts with blurred focus areas based on a multi-layer method using 

pyramidal image processing and a blurring technique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gree of 

blurring of physically-based depth-of-field. Artifacts with blurred focus areas are eliminated by the 

depth range shift and compression of the object, and the degree of blurring proportional to the circles 

of confusion improves the quality by reflecting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camera.

Keywords: depth range shift, depth range compression, depth-of-field, real-time rendering 



깊이 범  이동  압축을 이용한 실시간 필드심도 더링  1107

1. 서 론

필드심도 효과란 실 카메라 효과  하나로  

범  내 객체는 선명하게 보이고, 범  외 객체는 뿌

게 이 맞지 않는 상을 말한다. 실 카메라와는 

다르게 일반 으로 이를 추상화하여( 표 으로 핀홀 모

델) 사용하는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필드심도 효과를 

얻지 못한다. 하지만 필드심도 효과는 장면 내에서 시선

을 유도하고, 보다 실감 있는 느낌을  수 있어 사실

감 있는 더링을 해 의도 으로 생성하기 한 노력

이 필요하다.

필드심도 효과를 실시간 더링하기 해서는 이미지 

기반의 후처리 기법을 주로 사용하며, 표 으로 단일 

이어 근법(single-layer approach)[1-3], 멀티 이

어 근법(multi-layer approach)[4-10] 등이 있다. 단일 

이어 근법은 얇은 즈 모델[1]을 사용하여 각 픽셀 

깊이에 한 착란원(CoC; Circles of Confusion)을 계

산하고, 착란원의 사이즈를 기반으로 블러한다. 멀티 

이어 근법은 픽셀 깊이에 따라 이미지의 이어를 나

고, 각 이어별로 블러 처리된 다음 결합되어 필드심

도를 생성한다. 후처리 기법들은 오 라인 시뮬 이션 

기법[11,12]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나, 연산 비용이 상

당히 기에 실시간 성능을 요구하는 게임 등의 애 리

이션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실시간 더

링을 목표로 멀티 이어 근법을 근간으로 한다. 멀티 

이어 근법은 단일 이어에서 보이는 강도 출(inten-

sity leakage)이나 깊이 불연속(depth discontinuity)과 

같은 아티팩트를 보완하지만, 객체 경계 부분에서 블러 된 

폐색 픽셀이 가시화되는 경계 불연속(boundary discon-

tinuity)과 같은 아티팩트를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하드웨어 기반 피라미드 이미지 보간법을 이용하

면 실시간으로 경계 불연속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객체가 여러 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분리된 이

어들이 역방향으로 블 딩되면서 블러링된 이어의 색

이 된 이어으로 흘러들어와 흐려지는 결과를 

래한다. 이는 이미지 품질을 하시키는 큰 원인이기 때

문에 제거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역이 흐려지는 아티팩트(artifact)

를 오 젝트의 깊이 범  이동(depth range shift)과 압

축으로 제거한다. 한, 얇은 즈 모델[1]을 사용하여 

착란원에 비례한 커  사이즈가 실 카메라 특성을 반

하지 않는 기존의 커  사이즈를 신하여 물리 기반 

필드심도의 블러 정도와의 괴리를 인다. 최종 으로, 

 역이 날카로운 이미지를 잘 유지하여 상당한 품

질 향상을 보이면서도 실시간 더링이 가능하다.

2. 련연구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필드심도 후처리 기법은 지속

으로 연구되어왔다. 이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후처리 

기법은 멀티 이어 근법이다.

멀티 이어 근법의 경우, 핀홀 이미지를 깊이에 따

라 이어를 분리[13]하여 필드심도를 생성해 단일 이

어에서 나타나는 강도 출이나 깊이 불연속과 같은 아

티팩트는 없지만, 된 객체 경계 부분에서 블러된 폐

색 픽셀이 가시화되는 경계 불연속과 같은 아티팩트를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해 가장자리 탐지(edge detection)

알고리즘[14]을 통해 이미지 가장자리를 주변 픽셀로 보

간(interpolation)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4]. 유사하게 

Kosloff 등[5]은  이어의 객체에서 열 확산(heat 

diffusion)방정식[15]에 의해 역을 확장시켰다. 확장된 

역의 픽셀 값은 객체의 흐림 값과 외부 이어의 흐림 

값의 가 평균으로 구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경계 불연

속을 제거 할 수 있으나, 폐색된 픽셀을 근사하기 때문

에 정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한 연구로 폐색된 픽셀을 depth peeling 기법[16]으로 

복원하는 방법[6], 경계 주변의 구멍 난 픽셀을 Patch-

Match 기법[17]으로 채우는 방법[8] 등이 연구되었으나, 

계산 비용이 커 실시간 성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최근에는 비폐색 버퍼를 생성해 계산 비용을 

최 화 시키는 연구[10]도 시도되었으나 여 히 많은 시

간을 소요한다. 반면, Kraus 등[7]은 정확도는 낮지만, 

실시간 성능이 가능한 피라미드 이미지 처리(pyramidal 

image processing) 기법을 제안 하 다. 해당 기법은 GPU 

기반 피라미드 이미지 보간법[18,19]을 이용하여 주변 픽

셀로부터 폐색(occlusion)된 픽셀에 채운다.

본 연구는 피라미드 이미지 처리 기반 멀티 이어 

근법[7]을 확장하여 역 블 딩 시  역이 흐려지

는 한계를 깊이 범  이동  압축을 통해 해결하며, 착

란원에 비례한 블러 정도로 카메라의 물리  특성을 반

하여 품질을 높 다는 에서 기여도를 가진다.

3. 피라미드 이미지 처리 기반 멀티 이어 근법

본 논문에 기반이 되는 근법은 Kraus가 제안한 멀

티 이어 근법[7]이다. 해당 기법은 GPU 기반 피라

미드 이미지 보간법을 이용하여 된 객체 경계 부분

에 블러된 폐색 픽셀이 가시화되는 경계 불연속을 제거

하며, 폐색된 픽셀을 근사함으로써 경 객체가 블러 되

면서 부분 으로 배경 물체가 가시화되는 부분 폐색

(partial occlusion) 아티팩트를 효율 으로 보완하고 있

다. 자세한 과정은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컬링 각 서  이미지를 분리시킬 기  깊이 값(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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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기법의 개요: Kraus 이 라인을 기반하여 컬링  깊이 범  이동과 압축 과정이 추가되고, 착

란원 기반 분리된 가우시안 필터링을 수행(노란 박스)

Fig. 1 Overview of our approach: Based on the Kraus pipeline, depth range shift and compression add before culling 

and CoC-based separable Gaussian filtering perform(Yellow box)

계산되면, 픽셀의 깊이가  <    일 경우 서  이미지

에 속하지 않는 픽셀로 단하고 픽셀을 버린다.

비폐색 컬링된 서  이미지에서 부분 으로 폐색된 

픽셀에 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경계 불연속이 생성

되는 것을 제거하기 해 폐색된 에 주변의 색들을 

보간(interpolation)한다[19].

매  물체의 경계에서 블러링 정도가 격히 변해, 

에 띄게 부자연스러운 상을 제거하기 해 각 서  

이미지에 불투명도(opacity) 가 치를 결정한다. 가 치

에 한 매  함수는   ∈와 같이 정의한다.

블러링 Kraus과 Strengert[18]에 의해 논의된 개선된 피

라미드 기반 박스 필터(pyramid-based box filter)를 이용하

여 각 서  이미지를 
   ×× 에 따라 블러한다.

블 딩 분리한 서  이미지를 계산된 불투명도 가

치를 기반으로 역블 딩하여 최종 결과인 필드심도 효

과를 생성한다.

4. 제안하는 기법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포함한 체 이 라인은 그림 1

에서 나타낸다. 본 필드심도 더링의 알고리즘은 Kraus

의 후처리 과정[7]인 컬링(culling), 비폐색(disocclusion), 

매 (matting), 블러링(blurring), 블 딩(blending)을 확

장하여 컬링되기  깊이 범  이동과 압축을 추가하고, 

블러링을 착란원 기반 분리된 가우시안 블러링으로 교

체한다. 이에,  역이 흐려지는 아티팩트를 없앨 

뿐 아니라 정확한 블러 양을 가질 수 있어 자연스러운 

필드심도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체 이 라인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자세한 과정을 기술한다.

4.1 깊이 범  이동과 압축을 이용한  역의 흐

려짐 제거

멀티 이어 근법[7]은 블러링된 이어를 역 블

딩하여 최종 필드심도 이미지를 생성한다. 그러나 단일 

객체가 여러 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블러링된 

이어의 색이 된 이어으로 흘러들어오는 단 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 여러 이어에 걸쳐있는 객체 

깊이의 범 를 구하고, 이를 깊이 이동  압축하여 후

처리를 용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4.1.1 계층화

먼 , 깊이 맵에서 어느 픽셀이 이어에 포함되는지

를 결정하기 해, 이어을 분리하는 기 이 되는 깊이 

좌표  를 식 (1)에 따라 계산되면[7], 픽셀의 깊이가 

  < 
  의 경우 이어에 속하지 않는 픽셀로 단

하고 픽셀을 버린다.

     

  


  


 (1)

  


  




식 (1)에서 은 즈로부터 물체와 이 맞은 

역까지의 거리이고, 
  은 착란원을 근사하는 블러링 

정도, 은 이미지 평면의 크기를 가리킨다.

4.1.2 깊이 범  이동과 압축

Kraus 등은 경계 불연속을 해결하기 해 폐색된 에 

주변의 색들을 보간[19]하고, 경계에서 블러링 정도가 

격히 변해 에 띄게 부자연스러운 상을 제거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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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어에 불투명도(opacity) 가 치를  ∈와  

같이 결정한다[7]. 그러나 불투명도 가 치는 블러 할 

이어에  역의 픽셀 값이 흘러들어 가게 해 

 역이 블러링 되고, 최종 필드심도를 생성하기 해 

역 블 딩 하면서  역이 흐려지는 아티팩트가 생

긴다(그림 3, 좌).

이러한 블러링된 픽셀 가 치의 출을 방지하는 방법

의 핵심은 이 맞은 이어 이 결정 되면, 의 앞 

이미지인   의 가 치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림 2

는 깊이 범  이동  압축의 착안 을 도시한다.

깊이 범  이동  압축을 해, 식 (1)에 따라 나

어진 깊이 좌표 에서  맞은 이어 와 앞 

이어   의 깊이를 탐지하고, 깊이 맵에서   과 

사이의 범 에 있는 픽셀 깊이 값들을 의 깊이 값

으로 압축  이동한다. 이에  이어 에 있는 오

젝트는   의 가 치를 받지 않게 되고,  역

의 오 젝트는 날카로운 이미지를 잘 유지한다. 한 본 

알고리즘은 기하가 아닌 투  변환 후 오 젝트의 깊이 

값에 한 이동  압축이 이 지기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3은 깊이 범  이동  압축의 용 , 

후에 확인된 결과 이미지를 비교한 이다.

그림 2 깊이 범  이동  압축 개념도  매  이미지. 

(좌) 알고리즘 용  매  이미지, (우) 깊이 범

 이동  압축을 용된 매  이미지

Fig. 2 Depth range shift and compression conceptual 

diagram and matting image. (left) Matting image 

before applying algorithm, (right) Matting image 

with depth range shift and compression applied

그림 3 깊이 범  이동  압축을 용 (좌), 후(우) 

된 결과 이미지 비교

Fig. 3 A comparison of focused result images before 

(left) and after (right) applying depth range shift 

and compression

4.2 착란원 기반 분리된 가우시안 블러링

각 이어의 블러링을 해 기존의 Kraus 등[7]은 단

순히 2의 배수씩 증가시킨 커  사이즈를 이용하여 피

라미드 기반 박스 필터를 용하 다. 이는 즈와 조리

개와 같은 카메라 특성을 반 하지 못해 물리 기반 필

드심도와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 장에서는 연산 비

용이 으면서도 즈 시스템을 효과 으로 추상할 수 

있는 얇은 즈 모델[1]을 사용하여 커  사이즈를 구하

는 착란원 기반 블러링을 소개한다. 한, 가우시안 블

러는 순환 칭(rotationally symmetric) 특징을 가지면 

2개의 독립 인 1차원 계산으로 분리가 가능해 한 픽셀

마다 O(n²)의 수행 시간 신 O(n)의 수행 시간으로 가

속화할 수 있다. 이에 분리된 가우시안 방법을 이용한다.

그림 4에서 이 맞지 않은 은 이미지 평면 에 

이 아닌 원으로 투 되는데, 이 원을 착상원으로 부른

다. 이 착란원의 사이즈로 이어의 흐림 정도를 결정한

다. 는 이미지 평면 에 을 형성하는 반면, 는 |

  - |의 거리에 비례하면서 원으로 투 한다. 따라서 

착란원, 의 반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2)

식 (2)에서 이 맞은 역까지 거리   신 이어의 

깊이 좌표  로 사용하여 각 이어의 블러 커  사이즈

그림 4 얇은 즈 모델[1]

Fig. 4 Thin-lens mode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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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착란원 기반 분리된 가우시안 필터 용 (좌) 

[7], 후(우) 경 이미지 비교

Fig. 5 A comparison of foreground images before(left) 

[7] and after(right) applying CoC-based separable 

Gaussian filtering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3)

한, 스크린 상의 블러 커  사이즈, 를 구하기 

해 스크린 공간의 크기,   를 곱한다:

   

 



 





 (4)

식에서  은 즈 간 거리,  은 조리개 값을 의

미한다.  를 이어 당 스크린 상의 블러 커  사이

즈로 정의하고, 연산량 감소를 해 수평축과 수직축을 

독립 으로 시켜 가우시안 필터를 용한다. 이후, 

분리한 서  이미지를 계산된 불투명도 가 치를 기반으로 

역 블 딩하여 최종 결과인 필드 심도 효과를 생성한다.

본 방법은 거리와 조리개 값이 모두 고려되어 

응형 필드심도이면서도, 착란원의 크기를 블러 정도에 

응함으로써 즈 모델의 물리  특성을 근사할 수 있

어 매우 자연스러운 필드심도 효과를 얻는다. 그림 5는 

착란원 기반 분리된 가우시안 블러을 사용한 결과로, 정

확한 블러 양으로 인해 블러 정도가 다르게 반 되는 

상을 잘 보여 다.

5. 결 과

5.1 더링 성능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Intel Core i7-3700 3.40GHz, 

NVIDIA GeForce GTX 1080 Ti 기 으로 구 하 다. 

한, 제시한 방법의 이어는 6개로 고정하 다.

그림 6은 제안한 방법을 장면의 복잡도에 따라 GPU 

기반 단일 이어 후처리 방법인 Lee[3]와 본 논문의 

기반이 되는 Kraus[7]의 성능과 비교하 다. 본 방법의 

수행 성능은 GPU 기반 단일 이어 방법보다 느리지

만,  버퍼 방법[12]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보여 실

시간 더링이 가능한 수 이다. 본 방법은 깊이 범

그림 6 속도 측면에서의 성능 비교

Fig. 6 Performance comparison in terms of time

이동  압축 단계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Kraus 방법

과 성능이 반 으로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하의 이동이 아닌 투  변환 후 오 젝트의 깊이 값

만을 이동  압축이 이 지기에 연산 비용이 매우 

기 때문이다.

5.2 더링 품질

객 인 품질 비교를 해 최  신호  잡음비(PSNR; 

Peak Signal-to-noise ratio)와 구조  유사 지수(SSIM; 

Structural Similarity Index)로 이미지를 평가한다[20]. 

그림 7은 각 기법들을 다  더링(multi-pass rende-

ring)을 이용해 정확한 필드심도를 생성하는  버퍼 

기법[12]과 품질을 비교한 필드심도 이미지이다. 제시한 

방법의 이어 개수는 10개로 고정하고,  역은 사

자와 뒷불상에 맞췄다.

제안한 방법으로 생성된 결과 이미지를 기존 후처리 

방식으로 생성된 결과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이미

지(사자, 뒷불상)와 경 이미지(화분, 앞불상)에서 확연

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Kraus의  이

미지는 블러된 색이 섞여  역이 흐려지는 아티팩

트가 보인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의  이미지는 아티

팩트를 제거하여  버퍼  이미지와 유사하게 날

카로운 이미지를 가진다. 한, Kraus 경 이미지에서

는 실 카메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정확도가 낮은 

블러링을 가지는 반면, 제안한 방법의 경 이미지는 

Kraus와 블러 정도가 다르며 착란원 기반 커  사이즈

로 인해  버퍼 경 이미지와 유사한 블러 정도를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의 방법으로 생성된 결과 이미지

(Sponza 씬)는 Lee[3]와 Kraus[7]기법에 의해 생성된 

결과 이미지에 비해 각각 PSNR 118%/SSIM 101%, PSNR 

124%/SSIM 103%의 향상을 보여 PSNR 38.848dB, SSIM 

0.99이라는 품질로 자연스러운 필드심도를 보여 다. 표 1

은  버퍼 기법[12] 비 더링 품질을 정리한 테이

블이며, 다양한 비교를 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부분 

용과 체 용으로 나눠 비교하 다. 제안하는 기법

의 D는 알고리즘  깊이 범  이동과 압축만 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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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필드심도 이미지 비교(좌-  맞은 이미지, 우- 경 블러된 이미지) : (a,e)  버퍼된 퍼런스 방법 

[12], (b,f) Lee et al. [3], (c,g) Kraus et al. [7], (d,h) 본 논문의 방법(깊이 범  이동과 압축 + 착란원 

기반 분리된 가우시안 블러링)

Fig. 7 A comparison of depth-of-field images(left-focused image, right-foreground blurred image) : (a,e) The 

accumulation buffer reference method [12], (b,f) Lee et al. [3], (c,g) Kraus et al. [7] (d,h) Ours(Depth range 

shift and compression + CoC-based separable Gaussian filtering) 

표 1 더링 품질 비교(SSIM/PSNR[dB])

Table 1 Rendering Quality Comparison (SSIM/PSNR[dB])

Sponza Buddha

Focus Front Back Front Back

Lee[3] 0.96/33.16 0.97/32.84 0.96/31.98 0.95/30.19

Kraus[7] 0.97/33.45 0.95/31.22 0.97/32.08 0.97/32.86

Ours:D 0.97/35.18 0.96/34.40 0.97/32.15 0.97/32.88

Ours:DC 0.99/38.10 0.99/38.84 0.98/34.17 0.98/34.78

필드심도이며, DC는 최종 으로 제시하는 기법이 모두 

용된 필드심도이다.

6. 토 론

본 논문은  역이 흐려지는 아티팩트를 없앨 뿐 

만 아니라 즈와 조리개와 같은 카메라 특성을 반 하

여 자연스러운 필드심도를 얻는 동시에 GPU 기반 후처

리 기법으로 실시간 더링을 달성하 다. 그러나 제안

하는 기법의 블러 과정은 블러 커  사이즈가 증가할 

시 연산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간성이 하락하는 특

성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 이어에 따라 블러 

방법을 다르게 결정하여, 블러 정도가 작은 이어의 경

우 제안하는 착란원 기반 분리된 가우시안 블러를 그

로 사용하고, 블러 정도가 큰 이어의 경우 맵을 이

용한 블러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계로, 깊이 범   압축 기법은 멀티 이어 

근법  이어에 불투명도 가 치를 주는 근법에만 

용되는 단 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한 방법을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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