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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mplementation of modified stereo matching using efficient belief propagation (BP) algorithm is presented in this

paper. We do recommend the use of the simple sobel, prewitt edge operator. The application of B band sobel edge operator

over image demonstrates result with somewhat noisy (distinct border). When we adopt the only MRF + BP algorithm,

however, borders cannot be distinguished due to that the message functions in the BP algorithm is just the mechanism

which passes energy data to the only large gap of each Message functions In order to address the abovementioned

disadvantageous phenomenon, we use the sobel edge operator + MRF + BP algorithm to distinguish the border that is

located between the similar message data. Using edge information, the result shows that our proposed process diminishes

the propagation of wrong probabilistic information. The enhanced result is due to that our proposed method effectively

reduced errors incurred by ambiguous scen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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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3DTV 기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디스

플레이 산업의 연구가 가속화 되고 있다. 3차원 디스플

레이 기술은 현실에서 보고 느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실감 미디어를 표현

하기 위한 단계중의 하나로 스테레오 스코픽 기술을 이

용하면 3차원 실감 영상을 재현 할 수 있다. 스테레오

스코픽 기술은 3DTV를 비롯한 정보통신,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기존의 미디어 산업 부문에 응용되

거나 업그레이드 되어 양적 질적으로 크기 높아질 것

이며, 동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레오 정합은 실제영상의 한 점이 두 영상 혹은

여러 영상에 투영되었을 때 영상들 사이에 동일한 매

칭점을 나타내는 픽셀 사이의 위치 차를 얻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현재 이러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1,2] 하지만 변이 영상을 얻는데 있어서 잡음, 차단

영역, 물체의 반사율 등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과 제약조건들

이 제시되고 있다 [3].

정합 알고리즘의 특징으로는 크게 국부 정합 방법

[4]과 전역 정합 방법[4,5,6]으로 이루어지는데 국부 정

합 방법은 정해진 블록크기에 따라서 정합 비용을 계

산하는 방법으로, 정합 비용계산, 계산된 값 수집, 변이

값 계산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정합 비용은 픽

셀의 값의 차의 제곱(SD: Squared Difference), 차의 절

대값(AD : Absolute Difference), 정규화된 상호 상관

계수(NCC: Normalized Cross-Correlation)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들은 블록 내에서 일반

적으로 최소값을 취하여 변이 값을 구하게 되는데 실

제적으로 물체의 경계부분이나 폐색영역들에서는 블록

내에 있는 변이 값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크기

의 정사각형 블록 대신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블록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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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이용한 방법들이 사용된다 [1,2]. 

전역 정합 방법은 국부정합 방법에 비해 부분적인

영역에 덜 민감하고, 폐색영역이나 변화율이 적은 영역

에서는 정합에 강인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중 다이

나믹 프로그래밍 방법[7]은 그 동안 연구되었던 방법 중

가장 선호되었던 방법으로, 주사선 상에서 정합 비용을

얻은 후 반대로 역추적하여 최소 비용을 갖는 경로를

찾아 변이 값을 얻는 방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래프

이론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거나 Belief Propagation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5,6].

여기서 우리는 Belief Propagation에서 B band만 이

용한 방법을 소개한다. 이 논문의 2장은 신뢰 전파에

대한 것을 서술하고 3장에선 마코브 랜덤 필드를 간략

하게 소개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방법

을 설명하고 5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결과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신뢰전파(Belief Propagation)

최근의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은 변이영상을 마코

브 랜덤 필드(Markov random field : MRF)로 모델링

한 후 최대 사후 추정치(Maximum a posteriori : MAP)

값을 갖는 확률 모델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Graph cut, 또는 Belief

propagation(BP) 등 이 사용된다. Belief Propagation 알

고리즘은 수렴 값을 얻기 위해서는 수십 번의 반복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나온 수렴

된 결과는 성능이 우수하여 스테레오 정합뿐만 아니라

통신, 로봇, 인공지능 등 수렴된 데이터를 얻기 위한

많은 곳에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BP는 최적화 문제

를 풀기 위해서 Sum-product알고리즘과 Max-produc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그래프 내에서 랜덤으로 연결된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 확률 값을 계산 하면서 최적화

된 값을 추적하게 된다[8]. 여기서 우리는Max-product

를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 하였다. 자세히 설명하면 신

뢰확산은 메시지 전달에 기초한 알고리즘으로 메시지

는 두 노드 사이의 상관성을 나타내며 조건부 확률 값

을 갖는다. 따라서 두 노드가 한 물체 안에 속해 있다

면 메시지 값은 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 값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3. 마코브 랜덤 필드(Markov Random Field)

마코브 랜덤 필드(Markov Random Field)는 기준 영

상의 픽셀에서 주변 픽셀의 영향을 받는 지역적인 특

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특정 픽셀의 시차를

결정하기 위해 화소의 주변 시차 값을 이용하여 결정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랜덤 변수 X가 이웃 노드 N에

대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X는 MRF라고 한다[9].

Positivity : P(X = r) > 0,∀r (1)

Locality : (2)

식(1)에서 Positivity는 모든 변수들이 양의 확률 값

을 사용하며, 식(2)에서 Locality는 랜덤 변수의 값들은

그 이웃하는 값에 의존한다. 또한 확률 그래프 모델에

서 마코브 네트워크는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 이므로

P(xp,xo)라 하면 Posterior확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osterior 확률 식 : (3)

xh는 은닉 노드이며, xo는 관측 노드를 의미한다.

Φ(xh,yo)는 각 노드가 갖는 값을 나타내며, Ψ(xh,yq) 노

드 h 와 노드 o 사이의 공간적 변화의 상관관계를 나

타낸다. 식 (3)처럼 만약 노드가 X개의 레벨을 취하고

있다면 Ψ(xh,yq)는 X * X의 조건부 확률 값으로 이루

어진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에 해당한다.

4. 제안한 방법

카메라에서 입력 받은 이미지는 Red, Green, Blue의

삼원 색을 이용하여 이미지가 결정된다. 이때 밝기에

강인한 BP는 MRF모델링을 하기 위해 에너지를 이용

한 메시지 함수로 정의 되며 모델링 한 후 최대값을 찾

아 메시지 형식에 기반한 영상 정합을 하게 된다[9].

이때 전처리 과정으로 엣지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영상

정합에서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숨겨진 영역 추출에 유

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Prewitt, Sobel 엣지를 적용하

여 기존의 결과 보다 개선된 깊이 정보를 추정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는 영상에서 패턴이 적은 물체는 물체 내

부에 있는 엣지가 적고 경계 면에서만 강한 엣지 특성

을 나타낸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엣지를 적용

하여 스테레오정합에 응용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

지만 Band 특성상 R, G, B 를 엣지화 한다면 MRF에

서 많은 세그먼트들이 생겨 영상정합에서 오히려 분리

P xi ri xj rj= = j S∈∀ J i≠, ,( )  =

P xi ri xj rj= = j N xi( )∈∀,( ) 

P XY( ) Φ

p

∏∝ xh yo,( ) ψ xh yo,( )

q N p( )∈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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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쉽게 말하면 삼원색인 R + G

+ B 를 한번에 처리 하는 게 아니라 R edge, G edge,

B edge가 합쳐서 하나의 색이 되는데 이 결과는 영상

에서 경계 면을 세분화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게 아니

라 오히려 엣지에 의한 노이즈를 유발시켜 영상정합에

서 오히려 낮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단일 채널인 0 Band에 엣지를 적용하여 개선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0 Band는 R, G, B에서 B를

의미하며 B Band 에 엣지를 적용하여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실 험

본 논문에서는 Middlebury 스테레오 연구실의 데이

터를 사용하였고, 펜티엄4, 3.0[Ghz] PC로C++언어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의 Tsukuba image에서 prewitt

edge를 B Band에 적용한 결과 영상이다.

그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계 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Prewitt 과Sobel을 비교하여 보면 Sobel이 경계 면에

서 강인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엣지 성능에 의한

것으로써 실험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엣지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엣지 일수록 경계 면과 영상 정합에서 높

은 성능이 나오는 것으로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는 깊이 정보를 얻기 위해 반복 주기를 100번으

로 고정하였고 각각 Prewitt, Sobel에 의한 결과를 비교

하였다. 평가방법은 RMSE와 PSNR 평가를 통해 비교

하였으며, Ground truth는 Vision.middlebury.edu에서

제공하는 비교 대상을 통해 평가 하였다. 

위의 결과 Fig. 3은 Venus이미지를 Test 영상으로 결

과를 도출 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dge연산

을 수행한 영상에서 경계 면이 뚜렷한 결과를 보여 주

고 있다.

Fig. 1. Band Prewitt edge 적용한 결과.

Fig. 2. Tsukuba 결과 영상.

Table 1. RMSE, PSNR에 의한 평가

Tsukuba RMSE

BP iteration : 100

Prewitt Edge
5.9724

BP iteration : 100

Sobel Edge
5.9309

Tsukuba PSNR

BP iteration : 100

Prewitt Edge
12.6077

BP iteration : 100

Sobel Edge
12.6686

Fig. 3. Venus Image 결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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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Fig. 4결과 영상은 Venus영상에서 B Band를

Sobel 엣지 연산을 적용한 결과 영상이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경계 면에서의 파란색과 글씨 부분의 엣

지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6. 결 론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

고리즘은 B Bnad 엣지 윤곽선 영상만을 이용하였다.

영상 엣지를 이용한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해 볼 때 경

계 면에서 더 우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능을 갖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엣지는 끊어

진 윤곽선을 연결하는 과정과 엣지에 의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하는 후처리 과정을 사용

하지 않아 이에 소모되는 처리 시간과 메모리 효율성

역시 줄 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합은 엣지가

추가 됨으로써 깊이맵의 복잡도가 늘어나 매칭 시 정

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0

Band 특성상 Blue 영역에서 더욱더 진한 엣지를 가짐

으로써 상대적으로 Green과 Red 색상이 많은 영역에

서의 경계 가 약간의 오정합을 일으킬 수 있는 요건이

있다는 걸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보다 경계 면에서 정확한 메시지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많은 반복이 필요한 신뢰확산 알고리즘에

단순한 엣지 연산만으로 수십 번의 반복으로 줄여 전

체적으로 정합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폐색 영역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폐색 영역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제안한 논문의

알고리즘의 성능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RGB의 색상

영역을 이와 다른 색상 영역으로 변환 하며 단일 엣지

화 한다면 이에 따른 성능 또한 경계선 부근의 오정합

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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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and Sobel edge 적용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