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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lot of noises and errors in depth map 

image which is gotten by using a stereo camera. 

These errors are caused by mismatching of the 

corresponding points which occur in texture-less 

region of input images of stereo camera or 

occlusions. In this paper, we use a method which is 

able to get rid of the noises through post processing 

and reduce the errors of disparity values which are 

caused by the mismatching in the texture-less region 

of input images throug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pth map images and the input images.  Then we 

propose a novel method which segments the object 

by using the improved disparity map images and 

projections

I. 서론 

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산업 장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해 쓰이던 로 이 일반 생활공간으로 나

와 청소, 비서 업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사람에게 제공

하는 시 가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는 거리 계산 능력, 물체 구분 능력 등이 내장된 로

의 비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로  비  시스템에

서는 스테 오 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한

다. 그러나 실생활 환경에서 스테 오 카메라로 얻은 

결과 상은 잡음 조명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많은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거리 정

보 한 오차가 많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스테 오 카메라에서 얻은 변이 지도 상

을 여러 후처리 기법과 원본 상과의 상 계를 이용

하여 개선하고 개선된 변이 상을 이용한 정확한 객체 

분할을 시도하여 로  비  시스템에서 물체까지의 거

리 계산  물체 인식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II. 본론

2.1 잡음 제거

스테 오 카메라에서 결과물로 생성되는 변이 지도 

상에는 많은 잡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치

면서 잡음을  여나간다. 다음의 체 흐름도에 

나타난 Filtering 단계에서 일차 으로 경계 역 보존

이 되면서 잡음 제거 효과가 뛰어난 mode filter를 사

용하여 1차 으로 잡음을 여주게 된다.

 그 후 Disparity Calibration 단계의 성능을 높이기 

한 Normalization 단계가 수행되는데 변이 상에 존재

하는 변이 값이 0~최 변이 값-1 사이의 이산 인 값

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한다. Disparity Calibration 단계

에서는 변이 지도 상에 남아있는 소수의 잡음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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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해여 변이 지도 상의 히스토그램을 생성한 후 

정렬하여 변이 지도 상에 존재하는 주요 변이 값을 

추출하고 주요 변이 값으로 추출되지 않은 변이 값에는 

추출된 변이 값들  재의 변이 값과 가장 근사한 값

으로 변환하여 변이 상이 주요 변이 값들로만 구성되

게 한다. 그 후 스테 오 비 의 특성상 기울어진 물체

의 경우 여러 가지의 변이 값을 갖게 되는데 Region 

Info. Extraction 단계에서 각각의 주요 변이 값에 하

여 각각의 변이 값이 존재하는 수평, 수직 방향 역 

정보를 추출하고 구해진 역 정보를 기반으로 Region 

Merge 단계에서 각각의 변이 값이 갖는 역정보와 변

이 값을 가지고 단하여 동일 객체로 별될 경우 두 

개의 역과 변이 값을 하나로 합병하게 된다.

2.2 오류 역 개선

 SAD 기반의 스테 오 카메라의 경우 입력된 상에 

texture가 부족한 역이 있을 경우 잘못된 변이 값을 

장하게 되므로 객체 합병이 끝난 후에는 Disparity 

Fill Up 단계에서 입력 상과의 상 계를 이용하여 

변이 지도 상에 변이 값이 잘못 배정된 것인지 단

하여 변이 값 오류 역으로 단될 경우 그 역에 존

재하는 물체의 표 변이 값을 할당 하는 방식을 이용

하여 다시 한 번 개선하 다. 최종 으로 Segmentation 

단계에서 개선된 변이 지도 상을 가지고 변이 상에 

존재하는 주요 변이 값을 다시 한 번 로젝션을 수행

하여 역 정보를 구하고 물체가 가지는 변이 값과 카

메라의 변수를 이용하여 카메라로부터 물체까지의 정확

한 거리를 계산해 낼 수 있다. 로젝션을 통하여 얻어

진 역 정보와 변이 값을 이용하여 객체의 분할이 가

능하다.  

그림 1. 제안한 방법의 체 흐름도

Ⅲ. 실험 결과

    (a)원 상      (b)변이 상      (c)개선된 상

그림. 2 제안한 방법에 의해 개선된 변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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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제안한 방법에 의한 처리 결과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많은 잡음과 오차가 존재하는 변이 상에 제안한 

원 상과의 상 계를 이용한 개선 방법을 용한 결

과 오류 역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

나 재 생산되는 스테 오 카메라에서 변이 지도 상

을 얻기 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각각 다르므로 이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  한 각각 다르다. 그러

므로 모든 스테 오 카메라에서 용 가능하도록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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