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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테레오 매칭 과정에 있어서 매칭 비용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스테레오 매칭 과정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매칭 비용 함수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성능 및 장점

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장 간단한 매칭 비용 함수는 매칭 되는 영상의 일관된 밝기를 이용하여 좌, 우 영상 간 서로 대

응하는 대응점을 추정하는 과정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매칭 비용함수는 화소 기반과 윈도우 기반의 매칭 비용 방법

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화소 기반의 방법으로는 절대 밝기차(the absolute intensity differences: AD) 와 sa

mpling-intensitive absolute differences of Birchfield and Tomasi (BT) 방법이 있고, 윈도우 기반의 방법으로는 차이 절

대 값의 합(sum of the absolute differences: SAD), 차이 제곱 값의 합(sum of squred differences: SSD), 표준화 상호

상관성(normalized cross-correlation: NCC), 제로 평균 표준화 상호 상관성(zero-mean normalized cross-correlation: Z

NCC), census transform, the absolute differences census transform (AD-Census)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

한 기존에 제안된 매칭 비용 함수들을 정확도와 시간 복잡도를 측정했다. 정확도 측면에서 AD-Census 방법이 평균적

으로 가장 낮은 매칭 율을 보여줬고, 제로 평균 표준화 상호 상관성 방법은 non-occlusion과 all 평가 항목에서 가장 낮

은 매칭 오차율을 보여 주지만, discontinuities 평가 항목에서는 블러 효과 때문에 높은 매칭 오차율을 보여 주었다. 시

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화소 기반인 절대 밝기차 방법이 낮은 복잡도를 보여 주였다.

Performance Analysis of Matching Cost Functions of Stereo

Matching Algorithm for Making 3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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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lculating of matching cost is an important for efficient stereo matching.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matc

hing process, the concepts of the existing methods are introduced. Also we analyze the performance and merits of th

em. The simplest matching costs assume constant intensities at matching image locations. We consider matching cos

t functions which can be distinguished between pixel-based and window-based approaches. The Pixel-based approac

h includes absolute differences (AD) and sampling-intensitive absolute differences (BT). The window-based approac

h includes the sum of the absolute differences, the sum of squared differences, the normalized cross-correlation, zero

-mean normalized cross-correlation, census transform, and the absolute differences census transform (AD-Census).

We evaluate matching cost functions in terms of accuracy and time complexity. In terms of the accuracy, AD-Censu

s method shows the lowest matching error ratio (the best solution). The ZNCC method shows the lowest matching

error ratio in non-occlusion and all evaluation part. But it performs high matching error ratio at the discontinuities e

valuation part due to blurring effect in the boundary. The pixel-based AD method shows a low complexity in terms

of time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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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3D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3D 영상 제작 기술

들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스테레오 매칭 분야는

변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 되고 있는

분야이다. 스테레오 매칭에 있어서 매칭 비용을 결정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대부분의 스테레오

알고리즘은 좌, 우 영상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

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사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매칭

비용이라 하는데 매칭 비용은 각각의 화소에 모든 변

이에서 계산되어진다. 가장 간단한 매칭 비용 함수는

매칭되는 이미지의 일관된 밝기를 이용하여 좌, 우 영

상 간 서로 대응하는 대응점을 추정한다. 그러나 더

견고한 매칭 비용 함수 모델은 노이즈의 변화에도 대

응점을 추정한다. 그레이스케일 또는 색상 이미지에서

의 일반적인 화소 기반 매칭 비용 방법 (pixel-based

matching cost method)에는 절대 밝기차(absolute int

ensity difference: AD) [1] 와 밝기 차 제곱(squared i

ntensity differences: SD) [2], sampling-intensitive a

bsolute differences [3]나 truncated version이 있다.

일반적인 윈도우 기반 매칭 비용 방법(window-based

matching cost method)은 차이 절대 값의 합(sum of

absolute the differences: SAD), 차이 제곱의 합(Sum

of squared differences: SSD), 표준화 상관성(normali

zed correlation: NC), 표준화 상호상관성(normalized

cross-correlation: NCC), 제로 평균 표준화 상호상관

성(zero-mean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ZNCC)

이 있다. 그리고 Census transform [4]과 Census tran

sform을 개선한 AD-Census [5] 방법이 있다.

본 논문은 다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매칭 비용 함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3장에서는 언급된

매칭 비용 함수를 이용한 실험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에 대한 내용을 끝으로 본

논문을 마친다.

2. 매칭 비용 (Matching cost)

매칭 비용은 좌, 우 영상 간의 화소나 그 주변의 값

들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지점을 찾는 방법이다. 좌,

우 영상 간 매칭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

소기반 방법, 영역 기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화소

기반의 방법으로 절대 밝기 차는 상응하는 화소에서

각 화소의 밝기의 일관성을 이용한 매칭 비용 추정

방법으로 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은 좌 영상, 은 우 영상, 는 매칭 비

용을 구하는 화소를 나타내고 는 변이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변이 는 m in 에서 m ax까지의 범위
를 가지고 모든 변이 범위의 매칭 비용을 구한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Birchfield et al. [3]이

제안한 sampling-insensitive absolute difference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상응하는 화소와 선형

보간된 주변 화소의 절대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식은 다음과 같다.

   min
  max    max min   
  max    max min   

 min  min    
 max  max    
         
         

(2)

윈도우 기반의 방법으로는 차이 절대 값의 합이 있

다. 이 방법은 매칭 비용을 구하고자하는 화소의 주변

영역의 화소를 이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각형의

윈도우를 사용한다.

   
∈ 
     

(3)

다음에 소개할 윈도우 기반 매칭 비용 방법은 확률

적으로 가우시안 노이즈 처리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표준화 상호 상관성 방법이다 [6]. 그러나 표준화 상

호 상관성 방법은 깊이 불연속 지점에서의 블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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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끄는 경향이 있다. 식은 다음과 같다.

 



∈


· 
∈





∈
 ·

(4)

표준화 상호 상관성 방법에서 추가된 제로 평균 표

준화 상호 상관성을 소개한다. 제로 평균 표준화 상호

상관성 매칭 비용 방법은 밝기의 차이와 독립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의 정규화에 의한 차이로 구해질 수

있다. 식은 다음과 같다.

 



∈
 



∈
  

  



∈
 

  
 

(5)

여기서  은 좌 영상의 평균 픽셀 값을 나타내고,

은 우 영상의 평균 픽셀 값을 타나낸다. 다음의 윈

도우 기반 방법으로는 census transform이 있다 [4].

식은 다음과 같다.

 ⊗       (6)

여기서

                


여기서 화소 와  근접 이웃 화소에 대한 윈도우

를 1차원 배열로 재배열하고 중심 화소보다 작으면

“0”, 크거나 같으면 “‘1”로 변환하여 census vector를

형성한다. 좌, 우 영상 간 상응하는 census vector를

구하고 좌, 우 영상에서 구해진 census vector간의 해

밍 거리를 구한다. 여기에 해밍 거리의 값이 매칭 비

용으로 저장된다.

AD-Census transform [5]방법은 Census transfor

m을 개선한 방법으로, 반복되는 영역이나 유사한 지

역적 구조를 가지는 영역에 대해서 더 견고한 방법이

다. 식은 다음과 같다.

      

(7)

식 (7)에서  는 census transform의

매칭 비용이고 RGB 채널의 절대 밝기 차의 평균의

값을 나타내는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8)

식(7)에서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9)

여기서 는  값에 의해 조절되는 입력 값으로,

본 논문에서는 census transform을 위한 임계값,

   , 절대 밝기의 평균의 값을 위한 임계

값,    으로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한 매칭 비용 함수로 절대

밝기 차, 차이 절대 값의 합, 차이 제곱 값의 합, 표준

화 절대 제곱 값의 합, 표준화 상호 상관성. 제로 평

균 표준화 상호 상관성 AD-Census, BT를 사용하였

다.

깊이 영상 추정을 위해 매칭 비용 계산 과정 후

매칭 비용 통합 (aggregation cost) 과정에서 ×

윈도우를 사용하였고, 최적화 단계에서 WTA (winne

r-take-all) 방법을 사용하였다 [8]. WTA 방법의 식

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argmin∈ . (10)

3.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평형 카메라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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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sukuba

  

(b) Venus

       

(c) Cones (d) Teddy

(그림 1) 참조 영상에서의 매칭 오차

의해서 획득된 영상이다. 이러한 영상들은 대부분 양

의 시차가 발생되는 시점에 의해 얻은 것이므로 좌

영상을 기준으로 우 영상이 얼마만큼 왼쪽으로 이동

했느냐를 변이로 선택하였다. 실험의 결과는 middleb

ury 웹사이트 [7]에서 제공하는 평가 방법을 통해 성

능을 평가 하였으며, 성능 분석을 위해 Tsukuba, Ven

us, Teddy, Cones 영상을 사용했다. 깊이 영상 추정

의 정확도는 앞서 언급한 구조광(structured light) 기

술 [9]에 의해 추정된 참조 영상의 groundtruth 영상

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영상의 추

정의 정확도와 속도, 두 가지 측면에서 매칭 함수를

분석하였다. 실험한 결과 영상의 성능 평가는 Scharst

ein et al. [8] 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평가

항목은 non-occlusion, all, discontinuities의 3가지에

의해서 평가된다.

Non-occlusion은 패색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한

깊이 값 에러 화소의 개수를 나타내고, all은 전체 영

역에 대한 깊이 값 에러 화소의 개수, discontinuities

는 깊이 값이 변하는 영역에 대한 깊이 값 에러 화소

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림 1은 참조 영상인 Tsukuba, Venus, Cones, Te

ddy에서의 각 매칭 비용 방법에 대한 세 가지 평가

항목에서의 매칭 에러 율을 나타낸 것이다. Tsukuba

참조 영상의 평가 항목인 그림 1.(a)에서 Tsukuba 영

상의 윤곽선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discontinuiti

es 평가 항목이 다른 항목들 보다 대체로 높게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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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소 기반의 방법 중에 절대 밝

기차 방법이 BT 방법보다 전체적으로 약 1%의 낮은

에러 율을 보였다. 윈도우 기반의 방법 들 중 non-occ

lusion 항목에서 가장 낮은 매칭 에러 율을 보인 방법

은 AD-Census 방법으로 11.5%의 에러 율을 보였고,

all 항목과 discontinuities 항목에서도 각각 11.6%와

18.1%의 에러 율로 가장 낮은 매칭 에러 율을 보였다.

그림 1(b) 에서는 화소 기반인 방법들 중 BT 방법

이 절대 밝기차 방법보다 0.2% 낮은 매칭 에러 율을

보였고, 윈도우 기반의 방법들 중에서는 제로 방법이

non-occlusion과 all 항목에서 다른 방법들 보다 우수

하나 discontinuities 항목에서 높은 매칭 에러 율을

보였다. Census transform 방법은 평균적으로 제로

평균 표준화 상호 상관성 방법보다 0.2% 낮은 매칭

에러 율을 보였다.

그림 1(c)에서는 대체로 all 항목의 에러 율이 높은

데, cones 영상이 패색 영역이 많은 영상이므로 이 같

은 결과가 나왔다. 화소 기반의 방법들 중 BT 방법이

절대 밝기차 방법보다 전체적으로 약 1.2%의 낮은 매

칭 에러 율을 보였고, 윈도우 기반 방법들 중 제로 평

균 표준화 상호 상관성 방법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에러 율을 보였다. AD-Census 방법은 제로 평균 표

준화 상호 상관성 방법보다 all 항목에서 2%의 높은

매칭 에러 율을 보였고, discontinuities 항목에서 2%

낮은 매칭 에러 율을 보였다.

그림 1(d)에서는 화소 기반의 방법들 중에 절대 밝

기차 방법이 BT 방법보다 1%낮은 에러 율을 보였고,

윈도우 기반 방법들 중에서는 제로 평균 표준화 상호

상관성 방법과 AD-Census 방법이 가장 낮은 매칭

에러 율을 보였다.

제로 평균 표준화 상호 상관성 방법과 Census tran

sform 방법, 그리고 AD-Census 방법이 다른 매칭 함

수 낮은 매칭 에러 율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제

로 평균 표준화 상호 상관성 방법 같은 경우는 윤곽

선이 많은 영상에서 Census transform 방법과 AD-C

ensus 방법보다 높은 매칭 에러 율을 보였고, Census

transform 방법은 평균적으로 낮은 매칭 에러 율을

보였지만, 비 텍스쳐 영역에서 높은 매칭 에러 율을

보였다. AD-Census 방법도 Census transform 방법

과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낮은 매칭 에러 율을 보였

고, 비 텍스쳐 영역과 깊이 불연속 지점에서 낮은 매

칭 에러 율을 보였다.

그림 2는 매칭 함수들의 시간 복잡도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매칭 함수들 중에 절대 밝기차 방법이 가장

낮은 복잡도를 가지고 있고, AD-Census 방법이 가장

높은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윈도우

기반 방법들 중에서는 차이 제곱 값의 합 방법이 가

장 낮은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

(그림 2) 시간 복잡도 비교 그래프

그림 3~4는 Middlebury 웹사이트 [7]에서 제공하는

각 참조 영상의 매칭 함수들을 이용한 추정된 깊이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개별 방법에 따라서 주관적 품

질이 달라짐을 알 수 있고 또한 실험 영상에 따라서

적용 방법의 성능이 달라짐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스테레오 매칭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8개의 매칭 비용 함수를 깊이 영상 추정의

정확도 측면과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 비교를 하였다.

정확도 측면에서는 매칭 비용 함수들 중 평균적으로

AD-Census 방법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매칭 에러

율을 보였고, 제로 평균 표준화 상호 상관성 방법은

AD-Census 방법보다 non-occlusion 평가 항목과 all

평가 항목에서 1% 낮은 매칭 에러율을 보여줬지만,

블러링 효과 떄문에 깊이 불연속 지점에서 2%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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