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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상현실, 3DTV 등의 3 차원 영상정보 시스템의 구
현에 있어 2 차원 영상으로부터 3 차원 정보를 추출하

기 위하여 스테레오 정합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정합의 결과로 생성되는 변
이 영상은 변이의 에지를 잘 유지하고, low 텍스쳐 영
역에서 변이의 부드러움(smoothness)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하여, 영상을 의미 있는 영역의 집
합으로 분할 한 후, 각 영역을 서로 정합하는 패치 정
합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1][2]. 하지만 비슷한 깊이를 
가졌어도 강도의 변화가 큰 영상은 과 분할된 작은 
크기의 패치를 정합 해야 하기 때문에 오 정합이 발
생되기 쉽고, 더욱이 패치 사이의 contrast 가 작은 경
우 정합의 모호함이 커져 정확한 변이 예측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 세 
단계의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로 좌측의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을 워터쉐드 영역으로 분할한다[3][4][5]. 
다음으로 초기 윈도우 기반 정합 방법으로 얻어진 변

이 정보를 이용하여 각 영역을 병합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 패치와 서로 비슷한 변이 특성을 가진 영역은 
베이지언 확률을 적용하여 사후 확률이 최대가 되는 
병합 영역이 정합 패치로 선택된다. 마지막으로 병합

된 영역을 서로 정합하여 변이 영상을 구한다.  
본 연구의 주된 이점은 패치를 이용한 스테레오 정

합에 있어 변이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영상의 복잡도

에 관계없이 신뢰 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 
있고, 결과는 실험을 통하여 증명 하였다. 

 
2. 워터쉐드 영상 분할 

 
워터쉐드 영상 분할 알고리즘은 영상의 그래디언트

(gradient)정보를 이용하여 분할된 영역을 구분하는 방
법이다. 일반적인 패치 정합 알고리즘은 분할된 각 영
역에 대한 대응(correspondence)를 구함으로서, 각 패치

의 변이, 즉 feature disparity 를 찾는다. 본 논문에서는 
분할된 각각의 워터쉐드 영역에 대한 feature disparity
를 찾음으로써, 영상에 대한 변이 정보를 구한다. 그
러나 기본적인 워터쉐드 분할 방법은 영상의 잡음과, 
그래디언트 영상에서의 불규칙한 영상 강도의 변화에 

워터쉐드 영역병합을 이용한 스테레오 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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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게 동작하여, 과 분할(over-segmentation)이 발생

하게 된다. 이렇게 과 분할된 영역들은 오른쪽 영상에

서 그에 대응되는 패치를 찾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웃 패치와 함께 병합하여 정합 하여야 안정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3. 베이지언 확률을 이용한 워터쉐드 영역 병합 

3.1 초기 변이 영상 

베이지언 병합을 수행하기 전에, 각 영역에서의 초
기변이 정보를 구한다. 초기의 변이 정보를 이용하여 
분할된 두 영역이 같은 변이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

여, 같은 변이 특성을 갖는 패치들은 서로 병합된다.  
초기의 변이 영상은 (식 1)과 같이 일반적인 윈도우 
정합 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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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과 rI 은 각각 스테레오 좌, 우 영상을 나타낸다. 좌

측 영상에서 고정된 크기의 윈도우 w  는 탐색 구간

을 따라가면서 윈도우 내의 화소들과 가장 유사한 화
소의 위치 d 를 변이 영상에 할당한다. 다음으로, 각 
패치에 대하여 (식 2)와 같이 초기 변이 영상의 평균

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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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 은 패치 내에 포함된 화소 의 수를 나타내

고, left
vR 는 좌측 영상에서 워터쉐드로 분할된 각 영역

으로, 왼쪽 영상이 K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졌을 때 
}}...,,2,1|{|{ KjvvR j

left
v == 와 같고, 각 패치에서의 변이

의 평균 벡터는 ]...,,,[
21 Kvvvv θθθθ = 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만일 서로 다른 변이를 가진 두 패치가 병합 될 경

우, 변이 영상은 투영 왜곡(projective distortion)

이나, 영역 확장 현상(fattening effect)등이 일어나

기 쉽다. 패치에 대한 변이 벡터는 스테레오 정합을 

위한 패치 병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은 패치 내의 변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병

합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a)에서 병합된 패치

는 그 내부에 (식 1)을 통하여 구한 초기 변이 

α=initD , β=initD 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변이 영상은 
(d)와 같이 실제의 변이 경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밖으

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Kanade 의 적응 
윈도우 방법[6]에서 윈도우 내에서의 변이 변화에 따
른 투영 왜곡 현상과 유사하며, 패치 정합에 있어 병
합된 영역의 내부는 변이 변화를 되도록 포함하지 않
아야 한다. 
 
3.2. 제안된 방법  
 

본 연구에서 정합하고자 하는 각 패치와 인접한 패 
치와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하여, RAG(region adjacency 

 
(a)  

        

        
(b)           (c)            (d) 

 
<그림 1> 변이를 고려하지 않고 병합된 영역에 대
한 스테레오 정합의 예. (a): 변이 경계를 포함한 
병합 패치 (b): 원 좌측 영상 (c): ground truth 영상 
(d): (a) 패치를 이용한 변이 영상  
  

graph)를 이용하였다. RAG 의 각 노드는 워터쉐드 패
치에 대응된다. 각각의 노드에 대하여 만일 인접한 
패치가 있다면 두 노드는 arc 로 연결되어, 패치 사이

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으로 RAG 상에서 각 
영역에 대한 라벨 필드 }],...,,2,1[|{ VvNllL lvv ∈∈=  를 
정의한다. 여기서 },...,2,1|{ KjvV j ==  이다. 이전 절에

서 구한 각 영역의 변이 벡터 }|{ VvD v ∈= θ  와 함께 
(식 3)과 같이 베이지언 법칙을 사용하여 사후확률을 
구한다. 
 
              )()|()|( LPLDPDLP ⋅∝          (식 3) 
 
여기서 )|( LDP 은 조건부 확률 분포로서, 주어진 병
합 영역, 즉, 각 연결된 노드가 최소의 변이 분산을 
갖고 있어야 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 ∈Vv Rp
vinit

l left
Lv

pDLDP 2)(
2

1exp)|( θ
σ

     (식 4) 

 
여기서 p 는 left

LvRp ∈ 에 포함된 각 화소를 나타낸다. 이
를 위하여 기준 패치와 인접한 패치의 변이 분산를 
고려하여 <그림 2>와 같이 단계적으로 병합 패치를 
생성한다. 각각의 단계에서 병합된 영역은 초기 변이 
정보에 대한 분산을 구하여, 변이의 분산이 일정 값 
이상이 되면 병합이 정지된다. 그림에서, 기준 패치는 
β 값을 갖는 초기 변이에 위치하고 있고, α 값의 변이

left
vi

R

α=initDβ=initD
left
v adjacenti

R

left
v adjacenti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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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이웃 패치와 인접해 있다. 패치는 많은 신호 
성분을 포함하기 위하여 인접 패치와 병합을 시도하 

  
                (a)                  (b) 
 

  
         (c)                    (d) 
 

  
         (e) 
 

<그림 2> Bayesian 병합 과정 (a), (b), (c): 기준 패치

에 대하여 각 라벨 필드에 대해 변이의 분산을 검사 
(d) 변이의 변화가 커지면 병합이 중지 (e) 선택된 정
합 패치 
 
지만, 변이가 서로 다른 패치를 만나면 병합된 영역 
내에 변이의 분산이 커지므로, 병합이 중지된다. 따라

서 선택되는 병합 영역은 내부에 변이의 변화가 없는 
영역이 된다. 다음으로 (식 3)의 사전 확률 분포 )(LP
로 다음과 같이 라벨 필드에서 두 패치간의 영상 강
도의 변화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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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5) 

 
따라서 사후 확률을 최대로 하는 라벨 필드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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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두 영역이 강도의 차이가 적고, 변이의 차이가 적
을 때, 사후 확률이 최대가 된다. 즉, 두 영역 사이에 
영상 강도가 작아도 워터쉐드 알고리즘으로 인해 분
할이 되었어도, 사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병합될 가
능성이 커지게 된다.  
 
4. 병합된 영역의 스테레오 정합 

이전 절에서 다룬 정합 패치는 적응적으로 선택된 
윈도우[]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즉, 패치 내에 변이의  

          
(a)                   (b) 

 
<그림 3> 병합된 영역의 스테레오 정합 과정  
(a) 왼쪽 영상 (b) 오른쪽 영상 
 

변화를 최소화 함으로서 변이 예측의 불확실성을 최
소화 하게 된다. 그러나 세그멘테이션에 의하여 생성

된 패치를 이용하게 되면 영역의 형태 정보가 부가 
되기 때문에, 즉, 각 패치는 영상의 경계 정보와 넓이 
등을 갖고 있으므로, 더욱 의미 있는 정합 프리미티브

가 된다. 이와 같이 선택된 패치를 갖고 다음과 같이 
정합을 시도한다. 
 

),(maxarg)( dRSimRD right
v

Dd

left
v LL ∈

=         (식 7) 

 
병합된 패치는 우측 영상에서 유사도를 측정하고, 변
이 값은 좌측 영상의 대응되는 패치에 할당이 된다.  
   
5.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적응 패치 정합 방법은 펜티엄

IV 2.0GHz, 메모리 512Mbyte, windows XP 환경에서 

Visual C++을 이용하여 구현 하였다.  

[그림 6]은 tree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a)
는 좌측 영상, (b)는 우측 영상을 나타내고 (c)는 왼쪽 
영상에 대하여 워터쉐드 알고리즘으로 분할된 영상을 
나타낸다. Tree 영상은 영상 전 영역에 걸쳐 intensity
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c)와 같이 영상의 
대부분이 작은 크기를 가진 패치로 분할된다. 일반적

인 패치 정합 알고리즘에서 작은 크기를 갖는 패치는 
(d)와 같이 많은 오 정합을 발생시키지만 (e)와 같이 
윈도우 기반 정합 방법은 윈도우 내에 정합을 위한 
많은 신호를 포함하여 좋은 결과를 낸다. 하지만 윈도

우 기반 정합에서 변이의 경계는 윈도우의 크기에 비
례하여 확장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변이의 경계를 유
지하지 못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결
과는 (g)와 같다. High 텍스쳐로 판별된 패치는 정합의 
모호함으로 많은 오정합이 발생하지만 본 알고리즘으

로 병합된 패치를 사용한 결과(g)는 정합 에러가 현저

히 적어짐을 알 수 있고, 병합된 패치는 변이의 변화

를 포함하지 않기 때 문에 변이의 경계를 비교적 정
확히 유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corridor 영상에 대

한 정합 결과는 (e), (f)와 같다. 인접 영역과의 병합

은 반복과정으로 수행되며 반복 과정이 많아질수록 

병합된 패치는 더 많은 신호를 포함하게 되어 정합 

모호함이 현저히 줄어든다. 

α=initDβ=initD

α=initDβ=initD β=initD

x

β=initDβ=initD

β=initD α=initD

α=ini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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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g) 

(a)좌측 영상 (b)우측 영상 (c) watershed segmentation 영
상 (d) 패치 정합 알고리즘 (e) SSD 영상 (f) high 
textured 추출 영상 (g) 적응 패치 정합 알고리즘 

[그림 3] Tree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영상을 정합하는 방법으로  
정합에 사용되는 프리미티브를 베이지언 확률로서 선
택된 세그먼트 패치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객체는 동일한 intensity 를 갖는 영역이 많고, 각 영역

은 비슷한 변이를 갖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우리는 
영상 분할을 통해 영상을 비슷한 intensity 를 갖는 영
역으로 나누고 그들을 서로 정합 시키는데, 각 영역의 
내부는 서로 같은 변이를 갖는다는 가정을 하였으므

로 한번의 패치 정합만으로 그 내부의 모든 화소에 
대한 변이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영역기반 
정합 방법에서, 초기의 작은 크기의 윈도우를 사용하

여, 좌, 우로 한 단계씩 한 화소 만큼 확장하여 모든 
픽셀에 대해 정합을 시도한 것과 달리 정합에 있어 
더욱 빠른 계산 속도를 보여 주었다. 또한 분할된 영
역은 객체의 윤곽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역기반 스테레오 정합에서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영
역 확장 현상이 현저히 줄어 듬을 알 수 있었다.  

     

`          (a)            (b)  

     

          (c)           (d) 

                                  

    
             (e)           (f) 

(a)좌측 영상 (b)우측 영상 (c) watershed segmentation 영
상 (d) 패치 정합 알고리즘 (e) 적응 패치 정합 알고리

즘(반복 1 회) (f) 적응 패치 정합 알고리즘(반복 5 회) 
[그림 4] Corridor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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