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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disparity estimation method in hierarchical frameworks 
is proposed. The two main ideas for improving accuracy are to 
obtain an object boundary map for distinction of homogene-
ous/object boundary region and to choose adaptive window 
size/shapes. Moreover, for the reduction of computational 
complexity, we change reference regions in hierarchical frame-
work.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acquire good results which are robust to homogeneous and 
object boundary regions.   
 

I. 서론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두 영

상간의 대응 관계 찾는 변이 추정 기술이다. 일반적으
로 스테레오 알고리듬은 전역적 정합 방법과 지역적 정
합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역적 정합 방법은 일반
적으로 에너지 기반의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변이를 찾으나, 계산량이 많아 실시간 변이 추정에는 
부적합하다. 반면에, 지역적 정합 방법은 계산의 복잡도
가 적어서 실시간 변이 추정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변이
맵을 얻기가 어렵다. 
 본 논문은 영역 기반 방법을 이용하여 실행 속도가 빠
르면서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변이맵을 얻
을 수 있는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II. 본론  
영역 기반 변이 추정 방법의 문제점은 평활한 영역의 

                                                      
감사의 글: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

자원부, 노동부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최우수실험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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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변이 할당과 물체의 경계 영역에서의 부풀림 현
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체의 경계 정보를 검출
하여 평활한 영역과 경계 영역에 적응적 윈도우를 사용
한다. 또한 물체의 경계의 방향성을 이용하여 계층적인 
변이 추정 중에 참조 영역을 줄여줌으로써 수행속도를 
향상시켰다. 
2-1 초기 변이맵 및 마스크 값 결정 

입력된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초기 변이 영상을 고
정 블록 정합 방법을 사용해 결정하고, 4 가지 방향 (수
직, 수평, 45o 방향, -45 o 방향)의 소벨 마스크를 이용하
여 마스크 값들을 얻는다. 
2-2 블록별 방향성 확인 

2-1 에서 얻은 마스크 값을 이용하여 각 블록의 방향
성을 결정하고, 한계 값을 계산하여 블록별 소벨 값의 
합이 그보다 작을 경우 평활한 영역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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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umh, Sumv, Sumd, Sumad은 수직, 수평, 45 o 방향,  
-45 o 방향의 블록별 소벨 값, Ih(i,j), Iv(i,j), Id(i,j), Iad(i,j)은 
각 방향의 전체 소벨 값의 합, Nx, Ny는 영상의 가로, 세
로 크기를 나타내고, 상수 c 를 이용하여 평활한 영역의 
비율을 조절한다. 
2-3 물체의 경계 정보 획득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 중에서 이전 단계의 변이
맵을 이용해 물체의 경계 부분에서는 변이가 불연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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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정의를 이용하여 물체의 경계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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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윈도우 및 참조영역 결정 

영상의 평활한 영역과 경계가 존재하는 영역의 변이
를 찾기 위해 블록에 할당되어 있는 방향성과 물체의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적응적 윈도우의 모양과 크기, 
참조 영역을 결정한다. 물체 경계 영역의 변이 추정을 
위한 적응적 윈도우와 참조 영역은 그림 1 과 같다. 평
활한 영역은 윈도우를 각 블록을 기준으로 물체의 경계
가 존재하는 영역까지 확장시키므로 잘못된 변이가 할
당되는 것을 방지한다.  
 

Ⅲ. 실험 결과   
실험 영상으로 “Tsukuba”, “Sawtooth”, “Venus”, “Map”의 
스테레오 영상을 사용하였고, th2=10 이다. 비용 함수는 
sum of absolute difference(SAD)를 사용한다. 변이 추정 수
행 중 오류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블록 단
위로 미디언 필터를 이용하여 이상값을 제거한다. 그림 
2는 알고리듬의 전체 흐름도이다. 
표 1 은 다른 비교 알고리듬과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실제 변이맵과 결과 변이맵을 비교하여 오차가 있는 화
소의 비율로 성능을 나타낸다. 실시간 시스템 적용을 
위한 다른 알고리듬에 비해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실험 영상과 결과 영상이다. 

 
그림 1. 방향에 따른 참조 영역과 윈도우 

 Tsukuba Sawtooth Venus Map 
proposed 
method 2.38 0.77 1.04 0.40 

Var. win. 2.35 1.28 1.23 0.24 
Reliability-DP 1.36 1.09 2.35 0.55 

Graph cuts 1.86 0.42 1.69 2.39 
Tree DP 1.77 1.44 1.21 1.45 

Real-Time 4.25 1.32 1.53 0.81 
MMHM 9.76 4.76 6.48 8.42 

표 1. 성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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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변이 추정 순서도 

 
IV . 결론  

본 논문은 영역기반 방법을 이용해 실시간 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한 변이 추정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본 

알고리듬은 전역적인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

문에 계산의 복잡도가 적고,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정확한 변이맵을 얻을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듬은 물체의 경계 정보의 정확성에 영

향을 받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물체의 경계영역 획득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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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sukuba 좌영상 (b) Tsukuba 경계영상 (c) Tsukuba 변이맵 (d) Sawtooth 좌영상 (e) Sawtooth 변이맵 

  
(f) Venus 좌영상 (g) Venus경계 영상 (h) Venus 변이맵 (i) Map 좌영상 (j) Map 변이맵 

그림 3. 실험 영상과 결과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