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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비젼에 의한 생체표면 3차원 복원의 최적화 연구

A Study on the Optimization for Three Dimensional Reconstruction of Bio Surface Using 

by Stereo Vision

이 경 채* ․ 이 언 석†

(Kyungchai Lee ․ Onseok Lee)

Abstract - Unlike regular images, there is no ground truth for bio surface images. Result of biosurface imaging is not only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environment and the condition of the bio surface, it requires more detailed expression than regular 

images. Therefore, unlike algorithms tested on regular images, studies on bio surface images requires a highly precise 

optimization process. We aim to optimize the graph cut algorithm, known to be the most outstanding among the stereo visions, 

by considering baseline, lambda, and disparity range. Optimal results were in the range of 1~10 for lambda. The disparity 

ranged from -30 to -50, indicating an optimal value in a slightly higher range. Furthermore, we verified the tested optimization 

data using S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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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표면질환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모공크기, 피부색, 유분

정도, 수분정도 등 해당 측정 항목에 대해 대상자에게 직접 구두 

질문하거나 혹은 설문 조사를 하는 원시적인 조사방법이 주로 이

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

단에 따른 답변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측정결과의 

객관성 및 정밀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표면진단 측정법에는 위와 같은 주관적 진단에서 벗어나

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각 기술마다 각자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테

레오 비젼을 적용한 입체영상의 의학적 응용기술 연구를 제안하

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입체영상의 매칭을 위해 그래프 컷(graph cut)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래프 컷 알고리즘은 매개변수 중 변위범

위(disparity range)에 따라 변위맵(disparity map)은 다양하게 

얻게 된다. 변위범위가 증가 하면 변위맵의 레벨도 증가하기 때

문에 3차원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over 

shooting되면 3차원 정보의 구분이 어려워짐을 그림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Tsukuba 영상의 경우, Daniel S.등에 의한 에

너지 최소화(energy minimize) 알고리즘들의 변위범위에 따른 매

칭 후의 오차율을 살펴보면, 각각 오차율이 낮은 변위범위가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래프 컷 

알고리즘에서도 오차율이 낮은 범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적용하는 영상마다 그 범위가 다르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한바 

있다[2].

그림 1 Tsukuba 스테레오 영상의 변위범위에 따른 결과. (a) 

[-5, 0], (b) [-15, 0], (c) [-25, 0], (d) [-35, 0], (e) 

[-255, 0]

Fig, 1 Result of disparity range in tsukuba stereo image. (a) 

[-5, 0], (b) [-15, 0], (c) [-25, 0], (d) [-35, 0], (e) 

[-255, 0]

한편, 일정한 범위의 깊이 정보를 가진 객체는 입체영상을 획

득하는 두 카메라 광축 사이의 거리인 기저선(baseline)이 클수록 

넓은 범위의 변위(disparity)들로 표현되기 때문에 정밀도는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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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sukuba 스테레오 영상과 각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 (a) 

기본 영상, (b) Ground truth, (c) Normalized cross 

correlation(NCC), (d) Dynamic programming(DP), (e) 

그래프 컷(GC).

Fig. 2 Tsukuba stereo images and result of each algorithm. 

(a) Base image, (b) Ground truth, (c) Normalized cross 

correlation(NCC), (d) Dynamic programming(DP), (e) 

Graph cut(GC)

된다. 그러나 기저선이 커질수록 스테레오 매칭 거리도 커지기 

때문에 정확도는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저선 증감 관

점에서 정밀도과 정확도는 tradeoff 관계이다[3,4].

일반 비젼 분야에서는 2008년 'J of Visualization'에서 

Matsuura F. 등이 일반 카메라로 획득된 비너스 스테레오 영상

의 기저선과 깊이정보(depth information)의 상관성을 보인바 있

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단 카메라(single camera)로 획득된 스

테레오 영상을 이용한 결과이므로, 동일한 조건에서 3차원 정보 

획득이 불가능하여 생체표면 영상에서는 부적합한 결과이다[5].

의학 분야에서는 Lee O 등이 2010년 'Optics Communication'

에서 피부 주름의 스테레오 영상의 3차원 복원 시 기저선과 입체

영상을 이용한 3차원 복원 결과가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제시

한바 있다[3].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정확한 계측 관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연구이나 스테레오 영상 획득 조건의 어려

움 등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 적용된 시

스템은 획득 조건이 가능한 in vivo 멀티 기저선 시스템이므로 다

양한 피부질환에서 질환별 적합 기저선의 획득이 가능하다.

표면질환별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영상을 동일한 변위범위

로 적용하는 것은 정량적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로 귀결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면질환별로 일정한 패턴을 가진 영

상에서 각 질환별 특징에 맞는 적합 변위범위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며, 기존의 일관된 기저선에서 벗어나 표면질환별 최적화된 

기저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변위범위와 기저선은 좌우 두 영상에서 매칭점들의 변이차이

인 변위에 관여하고, 이것은 결국 매칭점들의 이동과 연관되므로, 

그 값을 추출해 내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변위범위와 기저선의 최적화를 위한,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SIFT) 알고리즘을 코딩하여 

좌우 영상의 특징 점들을 추출하고 그 특징 점들의 최대 및 최

소 매칭 점들의 변위 값을 추출하여 최적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그래프 컷

그림 2(a)는 Tsukuba 대학에서 제공하는 스테레오 영상 중 

좌측 이미지로 스테레오 매칭에 있어 알고리즘 실험을 하거나 비

교할 때 표준으로 쓰이는 영상이다. (b-e)와 같이 변위를 레벨로 

나누어 영상으로 나타낸 것을 변위맵이라 하는데, 카메라에서 객

체와의 깊이 관계를 알 수 있다. ground truth (b)는 변위맵을 

알고리즘이 아닌 계산하여 나타낸 영상이다[6].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이 아닌 그래프 컷 방식

을 사용한다. 기존의 DP(Dynamic Programming)는 에너지 함수

를 1차원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2차원 함수를 효율적으로 풀 

수 없었다. 반면에 이것을 다차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프 

컷은 다른 방법보다도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c-e)에서도 그래프 컷에 적용된 결과가 ground truth (b)와 

가장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소라벨링 문제(Pixel labeling problem)를 기반으로 한 에너

지 함수 최소화(energy function minimum)에 따른 일반적인 에

너지 함수 형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Edata는 f와 관찰된 데이터 사이에 불일치를 측정하고, 

Esmooth는 f가 piecewise smooth가 아닌 범위를 측정한다. 에너지 

함수에 대한 조금 더 구체화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
  

그림 3는 위의 식에서 λ의 변화에 따른 결과 영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λ의 값이 커질수록 변위맵의 뭉게짐은 점차 커지

게 되고 정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Tsukuba 영상에 맞게 

제안된 λ값은 1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값이 아닌 

실험에 의해 사용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선택되는 값이며, λ

값은 입력 영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표면질환별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

는 영상을 동일한 λ로 적용하는 것은 정량적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면질환별로 일

정한 패턴을 가진 영상에서 각 질환별 특징에 맞는 최적화된 λ

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λ는 에너지 함수의 smoothness term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질환별로 획득된 영상의 texture 파라미터들이 주요한 변수이므

로, 그 값을 추출해 내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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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테레오 생체 영상 시스템. 

Fig. 5 in vivo stereo imaging system. 
그림 4 Tsukuba 스테레오 영상의 λ에 따른 결과. (a) λ=5, (b) 

λ=20, (c) λ=40, (d) λ=150, (e) λ=1000

Fig. 4 Result of λ in tsukuba stereo image. (a) λ=5, (b) λ

=20, (c) λ=40, (d) λ=150, (e) λ=1000

2.2 SIFT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는 영상 속의 물체

에서 크기와 회전에 변하지 않는 특징을 이용해서 감지하거나 인

지하는 기술이다[7]. 즉 물체에서 특정한 정보를 추출하는 원리

로, 특히, 이 알고리즘은 명암(조명), 회전(방향변화), 스케일(크기

변화), 등방성에 강인한 특성을 갖는다. 알고리즘의 실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2.2.1 Scale-Space Extrema Detection 

DoG(Difference of Gaussian)를 사용하여, 물체의 특징이 되

는 부분을 찾는다.

2.2.2 Keypoint Localizaion 

(픽셀 값(intensity)이나 위치, 크기 등을 고려) 즉 특징에 알

맞지 않은 점들을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 제거한다. 특정한 특징

을 갖는 점들로 분류한다.

2.2.3 Orientation Assignment 

특징점 주변 영역의 gradient를 구해서 방향을 구한다. 

2.2.4 Keypoint Descriptor 

방향과 위치에 대한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이용해서 찾아준다.

2.3 생체표면 영상 획득

입체영상 기반 표면질환별 스마트 표면진단솔루션 기반구축을 

위해 아래의 그림 4와 같은 스테레오 생체 영상 시스템을 구축

하여 좌우카메라 영상획득을 하였다. 영상 획득 조건은 선택된 

기저선 및 배율에서 각각 영상을 획득하였다[3].

아토피 피부염 진단 및 노화 측정에 적용되는 사람의 피부를 

정량적으로 진단 및 평가하기 위하여 기반구축 연구를 실시하였

다. 아래의 그림 5와 같이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는 20✕

15mm, 1032✕779 픽셀, 24bit 칼라 영상의 조건으로 영상을 획

득하였다. 

3. 연구 결과

그림 5와 같이 획득된 스테레오 영상으로 부터 매칭 알고리즘

(그래프 컷)을 사용하여 다양한 조건(람다, 변위)에 따른 결과를 

획득하였다. (그림 6) 기저선은 0.002 inch로서 동일하다. 

그림 7 주름을 객체로 하는 스테레오 영상(좌측 영상, 우측 영상).

Fig. 7 Stereo image based wrinkle (left image, right image). 

3.1 람다(Lambda)

Kolmogorov V 등이 제시한 그래프 컷의 tsukuba 영상에서 

가장 최적화된 값인 변위범위가 -15인 결과 중에서 람다에 따라 

변화하는 결과를 분석하여, 영상에 적합한 람다 값을 추출하고자 

하였다[8]. 그림 7은 관심 영역 중, 검은색 영역안의 단면을 분

석한 결과이다. (b)∼(c)는 미세표면의 정보를 잘 보유하고 있으

나, (d)∼(f)는 람다가 증가함에 따라 뭉개지는 효과가 나타나 삼

차원 정보가 손실된 것이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

는 람다는 1∼10이 적정한 값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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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사람 피부의 주름을 객체로 하는 스테레오 영상의 그래

프 컷에 의한 결과, 다양한 람다 값(1, 10, 20, 50, 100)

와 변위범위(-5, -15, -30, -50, -100, -255)

Fig. 8 Stereo wrinkle image of human skin by graph cut 

algorithm, Various lambda values(1, 10, 20, 50, 100) 

and disparity ranges(-5, -15, -30, -50, -100, -255)

그림 9 피부 스테레오 영상의 그래프 컷에 의한 결과 중, 다양한 

람다 값(1, 10, 20, 50, 100)에 따른 관심영역내의 깊이정

보의 변화, 변위범위: -15, 기저선: 0.002 inch 에서의 

결과임.

Fig. 9 The result of human skin stereo image by graph cut 

algorithm, Intensity change by various lambda values 

(1, 10, 20, 50, 100) in region of interest. disparity 

range: -15, 기저선: 0.002 inch.

그림 10 피부 스테레오 영상의 그래프 컷에 의한 결과 중, 다양

한 변위범위(-5, -15, -30, -50, -100, -255)에 따른 관

심영역내의 깊이정보의 변화, 람다: 10, 기저선: 0.002 

inch 에서의 결과임.

Fig. 10 The result of human skin stereo image by graph cut 

algorithm, Intensity change by various disparity 

range(-5, -15, -30, -50, -100, -255) in region of 

interest. lambda: 10, 기저선: 0.002 inch.

3.2 변위범위(disparity range)

Kolmogorov V 등이 제시한 그래프 컷의 tsukuba 영상에서 

가장 최적화된 값인 람다가 10인 결과 중에서 변위범위에 따라 

변화하는 결과를 분석하여, 영상에 적합한 변위범위 값을 확인하

였다[8], 그림 8는 관심영역 중 검은색 영역안의 단면을 분석한 

결과이다. (a)∼(b)는 표면의 굴곡은 표현하고 있으나 표현 범위가 

작음에 따라 정확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e)∼(f)는 표현 

범위가 넓어 깊은 굴곡에 대해서는 잘 표현하지만, 미세한 표면에 

대해서는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뭉개지는 효과가 나타나 삼차원 

정보가 손실된 것이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 변위범위

는 -30~-50이 적정한 값으로 고려된다. 이 값은 Kolmogorov V 

등이 제시한 그래프 컷의 최적화된 값인 –15와 배치되는 결과이

며, 스테레오 영상의 조건에 따라 최적화 된 값을 추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3.3 기저선(baseline)

구축된 입체영상의 매칭을 위한 매칭 알고리즘(그래프 컷)을 

다양한 조건(기저선)에 따른 결과를 획득한다. 모든 결과는 20✕

15mm, 1032✕779 픽셀의 영상을 이용하였으며, 변위범위는 -15, 

람다는 10으로서 동일하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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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범위가 -15, 람다가 10인 결과 중에서 기저선에 따라 변

화하는 결과를 분석하여, 영상에 적합한 기저선 조건을 찾는다. 

그림 10은 관심영역중 검은색 영역안의 단면을 분석한 결과이다. 

(d)∼(f)는 표현 범위가 넓어 깊은 굴곡에 대해서는 잘 표현하지

만, 미세한 표면에 대해서는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또한, 매칭 거

리가 길어짐에 따라 에러가 발생하여 삼차원 정보가 손실된 것이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 기저선은 0.002∼0.004 inch

가 적정한 값으로 고려된다.

그림 11 피부 영상의 다양한 기저선 조건(0.002, 0,004, 0.006, 

0.008, 0.010 inch)에서 그래프 컷에 의한 결과.

Fig. 11 The variation of baseline condition(0.002, 0,004, 

0.006, 0.008, 0.010 inch) in human skin image.

그림 12 피부 스테레오 영상의 그래프 컷에 의한 결과 중, 다양

한 기저선(0.002, 0.004, 0.006, 0.008, 0.010 inch)에 따

른 관심영역내의 깊이정보의 변화, 변위범위: -15, 람

다: 10 에서의 결과임.

Fig. 12 The result of human skin stereo image by graph 

cut algorithm, Intensity change by various 기저선

(0.002, 0.004, 0.006, 0.008, 0.010 inch) in region of 

interest. disparity range: -15, lambda: 10.

그림 13 피부 영상의 다양한 기저선 조건(0.002, 0,004, 0.006, 

0.008, 0.010 inch)에서 SIFT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 좌

우 영상에 대하여 매칭 점들을 흰색 선으로 매칭하여 

보여줌.

Fig. 13 The result of SIFT algorithm in various 기저선 

condition of human skin image, the graph above 

white line matched by matching points about left- 

right image.

그림 14 기저선 조건(0.002, 0,004, 0.006, 0.008, 0.010 inch)에서 

SIFT 알고리즘의 매칭 개수와 변위 변화,

Fig. 14 The number of match and difference of disparity in 

baseline conditions (0.002, 0,004, 0.006, 0.008, 0.010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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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피부의 주름을 객체로 하는 스테레오 영상의 람다: 10, 

변위범위: -30, 기저선: 0.002 inch 조건의 변위맵 결과

를 이용한 3차원 복원. 우측 영상은 좌측 영상에 스테레

오 매칭 복원한 결과임.

Fig. 15 3D reconstruction image using result of disparity 

map, which condition of stereo image in human skin 

wrinkle is lambda: 10, disparity range: -30, 

baseline: 0.002 inch. Right image is stereo matching 

result of reconstruction of left image.  

3.4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아토피 피부염 진단 및 노화 측정에 적용되는 사람 피부의 변

위범위와 기저선 최적화를 위해, 좌우 영상을 구축된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SIFT)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매칭점

들의 개수 및 두 영상내의 최대 변위, 최소 변위를 도출해내고 

그 차이 값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림 12의 결과와 같이 기저선 0.006까지는 매칭 점들의 수도 

유지되면서, 기저선의 증가에 따른 변위 거리의 증가도 볼 수 있

다. 하지만 기저선 0.006이 넘어가는 순간 급격한 매칭점의 수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스테레오 비젼에서 기저선의 최적화

가 영상 결과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람다: 10, 변위범위: -30, 기저선: 

0.002 inch 조건의 변위맵 결과를 이용하여 그림 13과 같이 3차

원적 재구성 하였다.

4. 결  론

기존의 표면 질환 상태 측정을 위한 상용 장비로 광학 방식, 

레이져 방식, 스타일러스 방식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9]. 그러나 이러한 상용 장비는 비용이나 주변 조건 등 여러 요

건에 의해 각각의 단점이 존재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저비용의 

전문 사용자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표면의 입체 영상에 대

해 연구하였다[3].

우리는 그에 대한 방안으로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2차원 영상으로부터 입체 정보를 얻었고, 기존의 여러 스테레

오 매칭 알고리즘 중 우리는 가장 ground truth와 유사한 성능

을 나타내는 그래프 컷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영상의 성향이 다른 의료 영상(아토피 피부염 진단 및 

노화 측정에 적용되는 인간의 피부 영상 등)의 경우, 중증도에 

따라 영상의 범위도 넓고 환부별 영상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때

문에 일반 영상과 같은 조건에서의 측정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

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부영상에 대한 ground 

truth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영상을 고르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매칭 영상의 다양한 조건(변위범위, 람다, 기저선)에서

의 실험을 진행 후 그 결과 값을 비교하여 최적의 값을 찾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최적의 값을 제시

하지는 않았다. 다만, 영상의 조건에 따른 실험 결과를 통해, 영

상 별로 최적의 값이 존재하며 각 영상의 최적의 값은 동일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서, 앞으로의 최적의 값을 구하는 연구 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피부 관련 의료 영상에서의 최

적의 값의 적정 범위를 측정하여,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자 하였다.

기존 스테레오 비젼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던 영상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깊이 정보의 차이를 두고 설정한 영상을 가지고 실험 

되었다. 따라서 깊이 정보 변화가 확연히 구별 가능하였다. 피부 

영상의 경우 그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변화의 정도

가 매우 심하다. 그만큼 영상처리의 어려움이 존재한 영상이기 

때문에 최적화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한다. 

 먼저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해 스테레오 영상의 변위 실험을 

위한 알고리즘 중 그래프 컷 알고리즘의 우수성에 대해 언급하였

다. 또한 대표적인 영상을 통해 최적인 값들을 제시하였다. 변위 

범위의 경우 –15, 람다의 경우 10이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피부 영상에 적용하여 실험을 한 결과 람다 값이 1~10으로 비슷

한 경향을 보였으나, 변위 범위의 경우 –30~-50으로 조금 더 

높은 범위에서 최적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변위의 변화가 급

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에 비해 높은 변위 범위를 갖

게 된 것이다.

 기저선에 대한 연구는 기존 스테레오 영상 분야에서 많은 연

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에 대한 선행 

연구이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특히 피부의 

매우 작은 부위를 현미경을 통해 확대 촬영하였기에 기저선의 최

적화에 대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매

칭 알고리즘의 매칭 개수와 변위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기

저선이 작을수록 매칭 개수와 변위 변화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위의 실험 결과 데이터를 통해 영상마다 고유한 최적

의 값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피부과학 

분야에서 아토피 피부염 및 여드름에 의한 상처 등의 중증도를 객

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 평가가 가능해 질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본 논문에서 기저선에 의한 영상의 결과 값을 찾는 연구

는 기초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로서, 지속적인 연구

결과를 통한다면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다양한 입체 영상을 사

용하는 산업분야에 방대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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