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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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edge filter and graph cut algorithm. We do recommend the

use of the simple sobel edge operator. The application of B band sobel edge operator over image demonstrates result

with somewhat noisy (distinct border). The basic technique is to construct a specialized graph for the energy function to

be minimized such that the minimum cut on the graph also minimizes the energy (either globally or locally). Th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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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gorithm which uses blue edge information and the graph cut, we could obtain effective depth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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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컴퓨터 영상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기존의 2

차원적 영상에서 벗어나 인간의 시각능력을 컴퓨터에

접목시켜 실사와 비슷하게 영상을 재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인간의 시각 시스템을 컴퓨터에서 재현하기

위해서 음영, 조직, 움직임, 형상, 스테레오 카메라 시

스템을 이용한 물체의 깊이 및 3차원 거리인지 기능

등 많은 제한 조건들과 처리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현

재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에서 물체의 입체감을 높이기

위해 랜더링이나 영상합성 및 정합과 같은 응용 분야

들이 중요시 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정합은 2차원

영상과 영상 사이에 픽셀의 위치 차를 구하는 과정으

로 3차원 구조를 복원하게 된다. 이때 두 픽셀간의 위

치 차를 변이(disparity)라고 하며, 전체 영상에 대해서

구한 변이 값을 변이 영상(disparity map)라 한다. 컴퓨

터 비전에서 영상의 깊이 정보를 계산하는 것은 중요

한 문제이며, 인간의 시각구조와 유사하게 설계함으로

써 로봇제어, 의료시스템 및 자동항법 시스템, 원격 제

어 시스템 등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스테레오 영상을 얻기 위한 기본 단계는 영상획득, 특

징 점 추출, 스테레오 정합, 변이 맵 추출 등으로 이루

어 지는데 영상 획득 단계에서 계산을 통해 얻은 메시

지 값들을 이용하여 에피폴라 기하구조를 통한 이미지

의 교정을 한 다음 스테레오 정합을 이용하여 시차 지

도를 만들고 삼각측량법(triangulation)을 이용하여 깊

이 지도를 추출 함으로써 물체의 깊이와 형태 등 3차

원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깊이 지도의 특징으로는3

차원 공간의 객체가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다면 변이

는 작게 나타나고 가까울수록 변이는 크게 나타나게 된

다. 이를 0 ~ 255까지의 256레벨로 나누어 표현하며,

가까운 객체일수록 밝은 색으로 표현되고 멀어지면 어

둡게 표현 함으로써 객체와의 깊이 관계를 깊이 맵을

통해 알 수 있다[1].†E-mail : wangcho@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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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1 의 (a)는 원본 Tsukuba의 좌영상과 우영

상이며, (b)는 기준이 되는 깊이맵이다. 우리는

Tsukuba 영상을 이용하여 깊이맵을 추출하고 (b)를 기

준으로 추출한 깊이를 평가한다.

2. 영상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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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합기술의 문제였던 잡음, 물체간 불연속(depth

discontinuity), 폐색영역(occlusion region)의 고질적인

문제를 많은 부분 해소하여 영상 정합 부분에서 과거

와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발전을 이루고 있다. 영상

정합에 쓰이는 알고리즘은 3가지가 주로 쓰이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은 GC (Graph Cut) 알

고리즘이다. 나머지 알고리즘으로는 BP (Belief

Propagation), DP (Dynamic Programming)이다. 

DP는 어떤 문제의 해를 구하기 위해 연속된 결정을

해야 하는 다단계 결정 과정에서 최적성의 원리를 이

용하여 최소 비용 경로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정합 방

법은 픽셀간 유일성 규칙을 준수하고 좌측영상에 투영

된 한 점은 우측 영상의 에피폴라선 위의 어떤 점과 일

치된다는 에피폴라 선 제약을 통해 연산의 복잡도를 감

소시키고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었다[2].

BP는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Sum-product 알고

리즘과 Max-produc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그래프 내에

서 랜덤으로 연결된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 확률 값을

계산하면서 최적화 된 값을 추적하게 된다[3].

마지막으로 Graph Cut은 임의 중점문제에 대한 에

너지 최소화라고 할 수 이다. 모든 픽셀에 라벨

(intensity, disparity, segmentation regions)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약 조건이 있는데 라벨은 물체 경계에서

나타나는 불연속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변화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런 모호한 제약조건을 풀기 위해

minimum cut / maximum flow(min-cut/max flow) 알

고리즘이 에너지 최소화를 위한 유용한 툴로써 사용이

되어 왔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되었던 방법 중 가장 선

호되었던 방법으로 국부정합 방법에 비해 부분적인 영

역에 덜 민감하고, 폐색영역이나 변화율이 적은 영역에

서는 정합에 강인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4].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도 Graph cut을 이용한 스

테레오 정합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강인한 깊이맵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논문의 3장은 영상정합에

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Graph cut에 대해 소개하고, 4장

에선 에너지 함수와 Max-flow를 설명한다. 이어서 5장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설명하고 6장에서

는 실험을 통해 결과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7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3. Graph Cut Algorithm

일반적인 그래프는 정점(vertex)과 변(edge)으로 공

집합의 유무에 따른 유한집합들로 구성된다. 그래프

G = (V,E)에서 V는 정점들의 집합, E는 변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크게 무방향 그래프 (undirected graph), 방향

그래프(direct graph), 평면그래프(planar graph), 가중치

그래프(weight graph)로 나누어 진다. 즉, 점들의 쌍에

순서가 존재 하느냐에 따라서 무방향과 방향 그래프가

나뉘며, 평면상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개의 변이 꼭

지점 이외에 만나지 않는 그래프를 평면 그래프라 한

다. 마지막으로 그래프의 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인 가중치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는 스테레오 정합 분

야에서 많이 쓰이는 그래프이며 제안한 정합 방법에도

이 그래프를 이용하였다.

그래프 컷(graph cut)은 말 그대로 가중치가 부여된 그

래프를 자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G = <V,E>일 때 Cut C⊂E는 변의 부분 집합 G(C) = <V,

E – C>으로 시차레이블을 나눈다. 컷의 비용은 변의 가

중치의 합과 같고, 최소 컷을 이용하여 최적의 시차레이

블을 구하여 영상정합을 수행한다. 가중 그래프는 아래

의 그림 3과 같다. 이는 3x3 픽셀 위에 2개의 라벨{s,t}

을 가지고 그래프의 모든 에지는 weight와 cost가 할당

된다. 여기서 시차레이블을 나누어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컷을 최소 컷이라 하며, 찾는 방식에 따라 확장

(expansion)이나 교환(swap) 방법이 있다. 이어서 4장

에서 자세히 기술 한다[5].

4. 에너지 함수와 Max flow

에너지 함수를 픽셀 라벨링 문제로 다음 식 1과 같

이 정의 할 수 있다. 

(1)E f( ) Edata f( ) Esmooth f( )+=

Fig. 1. Tsukuba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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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f와 추출된 data사이에 불일치를 추

적하고, 는 f가 piecewise smooth가 아닌 범위

를 측정한다. 조금 더 구체화 하면, 식 2와 같다.

(2)

위의 식2에서 data penalty 함수 Tp는 영상의 참조

데이터에서 모든 픽셀 에 라벨 fp에 할당된 정도

를 의미한다. Tp(fp)는 절대값을 가지며, 이러한 Tp를

data term 이라 한다. 이어서 에너지 함수 E(f)를 최소

화 하는 알고리즘을 개선 시키는 Penalty V의 2가지

성질인 metric과 semi-metric에 비교해 본다면 아래의

식에 임의 라벨 에 대하여 아래의 식 (3),

(4), (5)을 만족한다면 V를 metric라고 하고 (3), (4)를

만족한다면 semi-metric이라고 한다[6].

(3)

(4)

(5)

여기서 (3), (4)를 만족하는 semi-metric V를 기반으

로 처리하는 swap알고리즘과 metric V를 기반으로 하

는 expansion 알고리즘이 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에

너지 함수 E(f)를 전역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을 찾기 위한 것으로 하나는 α−β의 swap과 α-

expansion이 있다. 이 두 알고리즘은 반복수행 될수록

전역 최소화에 가까워 진다. 실험 결과 α-expansion는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최소화를 가져온다. 아래 그림 2

는 초기 라벨링을 예로 보여준 그림이다[7].

더 나아가 Max flow란 그래프에서 노드와 노드의

각 변의 용량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의 시작에서 마지

막 단계까지의 최대흐름이 발생하는 경로를 구하는 알

고리즘 이다. 즉, 그림 3을 본다면 출발지(source)에서

목적지(sink)까지 제한 변의 값들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최대값으로 보내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알고리즘

중의 하나이다. 출발지(source) 노드와 목적지(sink) 노

드가 각 한 개씩 존재하고 노드들 사이에 여러 개의 중

간 노드들이 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8].

5. 제안한 방법

그래프 컷을 이용한 스테레오 영상에서 정합률을 높

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써 영상에 파란색의 에지

를 추가하여 기존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

한다. 이는 영상의 파란색의 에지 부분이 정밀하고 조

잡하지 않음으로써 Graph Cut 정합률을 높이는 방법

이기 때문이다. 

6. 실 험

본 논문에서는 Middlebury 스테레오 연구실의

Tsukuba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펜티엄4, 3.0[GHz] PC

로C++언어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9].

그림 1은 Tsukuba 원 영상과 표준 깊이맵이며, 그림

Edata

Esmooth

E f( ) Tp P∈ p fp( ) vp q, fp fq,( )
p q,{ } N∈

∑+∑=

p P∈

α β γ L∈, ,

V α β,( ) 0 α⇔ β= =

V α β,( ) V β α,( ) 0,≥=

V α β,( ) V α γ,( ) V γ β,( )+=

Fig. 2. Difference between Swap and expansion.

Fig. 3. Graph.



102 김영섭ㆍ 송응열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0권 제3호, 2011

4는 원 이미지에 Blue Edge 를 적용한 영상이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계선상의 에지 들이 뚜렷해 보

인다.

이어서 그림 5는 마찬가지로 Graph Cut을 이용하여

추출한 깊이맵 이다.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들이 아래의

그림 6과 비교해 볼 때 경계선상에서 정합이 안된 부

분들이다.

그림 6은 Blue Edge를 추가한 깊이맵 결과 이다. 에

지는 기준이 되는 참조영상과 정합 영상에 각각 에지

연산을 수행 하였으며, 위의 깊이맵 추출과 동일하게

처리 되었다.

그림 5와 6을 비교해 보았을 때 Graph cut 알고리즘

을 사용 했을 경우와 Graph Cut + Edge를 추가 하였

을 경우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였지만 Edge Detection

한 결과 영상이 경계 면에서 좋게 나왔다. 이는 Graph

Cut에서 영상 오정합이 이루어 짐으로써 번짐 현상이

일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에서 경계면을

두드러지게 나타냄으로써 나온 결과이다. 하지만 모든

범위에서 파란 에지를 나타냄으로써 경계면 이외에 잡

음이 있음을 보였다. 영상 정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경계면의 가려진 영역을 정확하게 추출함을 목적으로

보았을 때 이 에지를 이용한 깊이맵 추출은 좋은 성과

라 볼 수 있다.

7. 결 론

영상 정합의 경우 정합에 필요한 이미지를 전처리

함으로써 향상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Graph Cut은 자

체적으로 라벨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었고 이

를 보완하기 위해 영상을 보정함으로써 정합 성능이 향

상 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전처리 과정은 영상처리에

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실험

한 Graph Cut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처리 과정으로 Blue

Edge를 적용하여 봄으로써 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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