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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ereoscopic vision system is the algorithm to obtain the depth of target object of stereo vision image. This paper

presents an efficient disparity matching method using nagao filter, octree color quantization and dynamic programming

algorithm. we describe methods for performing color quantization on full color RGB images, using an octree data structure.

This method has the advantage of saving a lot of data. We propose a preprocessing stereo matching method based on

Nagao-filter algorithm using color information. using the nagao filter, we could obtain effective depth map and using the

octree color quantization, we could reduce the time of co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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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많은 연구 기관과 기업들이 3D 스테레오 스코

픽 기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3D를 이용한 디

스플레이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

스테레오 스코픽 기술은 인간의 양안 시차 특징을 이

용하여 물체의 깊이감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한

기술로써 현실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2D

정보 이외에 추가로 시차 지도가 필요하다. 시차지도

(Disparity Map)란 영상의 한 점의 물체가 왼쪽 카메라

와 오른쪽 카메라 사이에서 얼마나 다르게 찍혔는가를

색상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는 물체가 가까울수록 시차

가 크고, 멀수록 시차가 작기 때문에 좋은 시차 지도만

구할 수 있다면 비교적 단순한 삼각 함수를 이용하여

깊이 지도(Depth Map)로 변환하고 깊이 지도를 이용

하여 3D로 재구성(Reconstruction) 할 수 있다[1]. 깊이

지도를 변환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몇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 하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은 GC

(Graph Cut), BP (Belief Propagation), BM (Block

Matching), DP (Dynamic Programming)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DP 를 이용하여 깊이맵을 만들었다. 전역

정합 방법인 Dynamic Programming은 그 동안 연구되

었던 방법 중 가장 선호되었던 방법으로[2], 주사선 상

에서 정합 비용을 얻은 후 반대로 역추적하여 최소 비

용을 갖는 경로를 찾아 변이 값을 얻는 방법이다. 국부

정합 방법에 비해 부분적인 영역에 덜 민감하고, 폐색

영역이나 변화율이 적은 영역에서는 정합에 강인한 장

점을 가지고 있다[3].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 Dynamic Programming 전

처리 과정에서 Nagao Filter와 Octree Color Quantization

을 적용하여 보다 강인한 깊이맵을 만드는 방법을 소

개한다. 이 논문의 2장은 Nagao Filter에 대해 서술하

고 3장에선 Octree Color Quantization을 간략하게 소

개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설명하고 5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결과를 비교하고, 마

지막으로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mail : wagncho@dankook.ac.kr



66 김영섭·송응열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9권 제3호, 2010

2. 9개영역을 가진 나가오 필터(Nagao-Filter)

일반적인 영상을 처리 하면서 평균값을 구하는 필터

는 많다. 하지만 경계와 평탄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플

래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필터를 훼손된 영상이나

Depth Map을 위한 스테레오 영상에 적용하면 윤곽선

부분이 흐려지는 단점이 있어서 나가오 필터를 적용

하였다. 나가오 필터는 그림 1과 같이 처리할 화소

N(x, y)를 중심으로 5x5윈도우를 9개영역으로 나누어

찾아 가면서 찾은 영역의 밝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

후 분산 값을 구하고, 여기서 가장 작은 분산 값을 가

지는 영역을 찾아 밝기에 의한 평균값을 영상의 화소

에 삽입하면 나가오 필터가 적용된 영상의 결과를 얻

을 수 있다[4].

이 영상의 마스크는 5x5 지역 마스크로 이루어져 있

는데 각각 오각형 모양 4개, 6각형 모양 4개, 정사각형

모양 1개 등 총 9개의 지역 마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이 9개의 마스크를 사용하면 샤프닝의 특성과 블러링

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필터들과

다른 점이다. 이러한 마스크는 회선하면서 영상을 부드

럽게 만들면서도 영상의 경계선에 대한 정보를 보존할

수 있어 객체의 주변을 둔화 시키고, 객체를 단순화 시

킬 수 있으며, 객체의 경계를 보존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에 스테레오 스코픽 전처리 과정에 영상

분할 (image segmentation) 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향상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5].

3. 8개의 트리구조를 가진
Octree Color Quantization

옥트리는 공간분할 법의 하나이며, 8개의 트리 구조

를 갖는 3차원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자료구조이다.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분화하

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고자 개발된 방법이다. 이

구조는 부모 노드에서 8개의 자식 노드로 분할이 되고

각각의 자식 노드들은 다시 8개의 자식 노드로 분할

되어 가면서 객체를 분할 하게 되는데 다섯 개의 레벨

에 오르기 까지 계속 분할 된다. 

옥트리 구조는 2차원의 평면을 4등분으로 나누고 4

개의 데이터를 저장 하는데 이 저장된 데이터에는 색

상정보와 방문해야 하는 방문 플래그 그리고 색상 정

보를 판단해 더 세분화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분할 플

래그 등이 존재 한다[6].

그림2에서 “0, 1, 2, 3”은 방문해야 할 1단계 노드

들이다. 2단계에서 ‘0’은 무 방문이며, “①, ②, ③”은

분할 플래그가 동작한다. 3단계 ‘0’은 색상 정보를 가

지며 “1, 2”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므로 메모리를 효

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서 영상 데이터를 줄일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컬러 양자화 종류는 Octree, Bottom-up, LGB, Top-

down, Image-Dependent, Median-cut, Neural-net 등 많

은 종류의 양자화 기법이 존재 하지만 우리는 Octree

Color Quantization 방법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컬러

Fig. 1. 필터 블록.

Fig. 2. 옥트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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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저장공간을 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깊이에 대한 정보 트리의 구

성을 제한 할 수 있어 탄력적이고 빠른 속도의 구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옥트리 구조를 응용한 방식을 표1을

통하여 알아 본다.

위의 표 1은 각각의 10진수로 된 R, G, B 컬러 공간

을 2진수로 바꾸어 8자리의 2진수를 R, G, B 각각 1비

트씩 진법으로 변환하여 그림 3와 같이 노드를 구성하

여 계층별 구성을 한다[7].

Octree Color Quantization의 특징은 R, G, B의 비트

평면에서의 비트값(각 단계별 8개)을 하위 노드에 할당

하는 구조이다. 모든 컬러를 이 Octree를 이용해서 영

상정보로 표현하면 깊이가 9개인 트리가(Root + 8개의

서브 노드) 생성된다. 이로써 프로세스는 전체 이미지

를 스캔 하여 Octree구조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노드들

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원하는 컬러의 팔레트로 만들

면 된다. 그러나 컬러를 삽입하면서 만들어지는 노드의

수가 원하는 컬러의 수보다 많아 지게 되면 가장 깊은

노드들부터 상위 부모 노드와 합쳐지게 한다. 이로써

노드의 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컬러의 색상을 맞추는

효과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합치는 과정은 자식 노드들

의 평균 컬러 값을 부모 노드에 전달한다[8].

4. 제안한 방법

다이나믹을 이용한 스테레오 영상에서 정합률을 높

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써 Nagao-Filter를 양안 영

상에 적용하여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의한 영상 정합

을 제안한다. 이는 Nagao-Filter는 뭉개지는 블러링 효

과와 동시에 뚜렷해지는 샤프닝 효과까지 있어 영상의

엣지 부분을 살리고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어 정합률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Octree

Color Quantization을 이용하여 정합하는 방법을 제안

하며 마지막으로 Nagao-Filter와 Octree 기법을 적용

하여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알아 본다.

5. 실 험

본 논문에서는 Middlebury 스테레오 연구실의

Tsukuba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펜티엄4, 3.0[Ghz] PC

로C++언어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9].

우리가 제안한 Tsukuba 결과 영상에서 Nagao-Filter

를 적용한 영상과 Octree 기법을 적용한 영상을 비교

분석 하고 이에 Nagao-Filter와 Octree를 순차적 적용

하였을 경우 또한 비교 하여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스테레오 정합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4의 왼쪽 영상은 원본 영상이며, 우측 영상은 표

준 Depth Map을 의미한다. 영상의 정합에서 가장 정확

하게 깊이 정보를 담고 있음을 나타내는 깊이맵 이다.

Table 1. 컬러 진법 변환

색 상 10진수 2진수

0 1 2 3 4 5 6 7

R-Bit 2 2 0 3 1 1 0 0 1 0 1 1

G-Bit 1 2 3 7 1 1 1 0 1 1 0 1

B-Bit 0 2 2 1 1 1 0 1 1 1 0 1

진 법 7 7 2 1 7 3 4 7

Fig. 3. 옥트리 구조.

Fig. 4. Tsukuba 영상.

Fig. 5. Depth map결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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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방법으로

Nagao-Filter를 적용한 정합 결과가 확실하게 영상 경

계 면을 보호해주는 결과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6은 Octree Color Quantization 결과이다.

두 번째 제안한 방법은Octree 기법을 적용하여 영상

표현이 세밀해야 할 부분이 평균 색깔을 가지고 하나

로 평준화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영상 데이터

처리시 효율성을 더하고 색을 줄임으로써 데이터를 단

순하며 잡음을 해결 할 수 있었다.

그림 7의 A는 옥트리 256컬러를 사용하여 나온 깊

이 정보이다. B는 옥트리와 나가오 필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는데 많은 연산량에 비해 옥트리 결과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문제는 그림 5의

나가오 필터를 적용한 깊이 정보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옥트리는 연산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어 화

질을 손실하여 C와 같은 결과를 보았는데 원본 컬러의

50% 낮은 컬러 값으로 256컬러의 영상과 비슷한 깊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정보 감소에 초점을 두는 방안

이였다. D는 8컬러정보를 가지고 영상 정합을 하였으나

적은 정보로 인한 오정합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인

다. 이는 당연한 결과 이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128컬

러와 256컬러에 있어 영상 정합시 근소한 차이에 깊이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실험 이였다.

6. 결 론

영상 정합에서 전처리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

의 단일화로 연산 속도 증가와 압축률 향상 3차원 정

합에서의 정합률 등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은 영상처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실험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전

처리 과정으로 Nagao-Filter를 적용하고 연산 구조를

Octree구조로 바꿔 봄으로써 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특히 전처리 과정의 Nagao필터의 성능향상과 Octree

의 256의 컬러 이미지를 128로 컬러 정보를 1/2를 줄

임으로써 속도 향상을 꾀 할 수 있었다. 이는 DP뿐만

아니라 전역적인 방법인 BP, GC등의 알고리즘과 연계

하여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으리라 예상되며 정합 알

고리즘과 전처리 연산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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