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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an visual system infers 3D vision through stereo disparity in the stereoscopic images, and stereo visioning are

recently being used in consumer electronics which has resulted in much research in the application field. Basically, stereo

vision system consists of four processes, which are cost computation, cost aggregation, disparity calculation, and disparity

refinement. In this paper, we present and evaluate the existing various methods, focusing on cost aggregation for stereo

vision system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ir algorithms for a given set of resources. Experiments

show that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and Zero-Mean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provide higher accuracy, however

they are computationally heavy for embedded system in the real time systems. Sum of Absolute Difference and Sum of

Squared Difference are more suitable selection for embedded system, but they should be required on improvement to

apply to the real worl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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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람은 두 눈을 통해 하나의 사물을 쳐다보면서 작

은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한쪽 눈을 감았을 때, 사물

의 깊이 변화를 감지하기 보다는 한쪽 눈으로 보이는

주변의 손실을 보다 크게 느끼게 된다[1]. 이는 일정

간격을 두고 수평으로 위치한 두 눈으로부터 동일한

사물을 서로 다른 각도의 장면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2]. 이러한 현상 정보를 통하여, 사

람은 사물의 상대적 위치를 검사하고 3D 정보를 추출

할 수 있게 된다[3]. 이는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의 기

본 원리로 적용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스테레오비전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스테레오 비전은 사람의 눈과 유사한 방식

으로, 서로 수평 위치의 2대 카메라로부터 하나의 장면

을 서로 다른 뷰로 얻어내고, 이를 비교하여 상대적인

깊이(Relative depth) 정보를 변위 맵(Disparity map) 형

태로 검출한다. 변위 맵은 영상 내의 픽셀에 대응하는

수평 좌표의 차이를 저장하며, 변위 맵 상의 값은 대응

하는 픽셀 위치에 있는 장면의 깊이에 반비례한다[4,5].

2개의 영상을 비교하기 위해, 하나의 카메라(좌측 눈의

역할)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을 다른 카메라(우측 눈의

역할)로 입력된 영상에 중첩시켜야 한다. 2개의 좌/우

측 영상이 주어지면, 참조 뷰로 선택되는 영상에 포함

된 픽셀들의 차이 값(Disparity value)을 결정하기 위해

스테레오 매칭을 수행한다. Scharstein [6]은 좌우의 양

안식 영상에 대해 수행되는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을

분류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매칭 비용계산(Matching

Cost Computation), 비용 축적(Cost Aggregation),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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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 정제(Disparity Refinement)의 4단계를 거쳐 수행

한다[6,7].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최종 결과는

입력되는 2개의 좌/우 영상인 양안식 영상의 깊이 정보

를 검출한 변위 맵이 된다. 

두 번째 단계인 비용 축적과정에서는 픽셀 기반 또

는 윈도우 기반의 비용 매칭 함수를 사용하며, 윈도우

통해 비용을 집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다[8,9]. 본 논문에서는 비용 축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

고, 해당 단계를 수행하는 기존의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분석하고 Matlab으로 구현하여 실험적 성능 평가를 수

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대표적인 비

용 축적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3장에서 알고리즘 구현

방법을 설명하고, 4장에서 성능 실험 평가를 수행하고,

5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비용 축적 방식
(Cost Aggregation Methods)

기존에 여러 비용 축적 방법들이 연구되었으며

[7,10], 본 논문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 몇

가지를 대상으로 실험 평가한다. 먼저, 여러 알고리즘

에서 적용되는 공통 수식을 정의하고 각 비용 축적 알

고리즘 계산 방법을 살펴본다. 

lL(x, y)는 좌측 영상에서 (x, y)점 위치에서의 강도

(Intensity)를, lR(x, y)는 우측 영상의 (x, y)점의 강도를,

ML는 좌측 영상에서 윈도우 W상에 나타난 값들의 평균

을, MR는 우측 영상에서 윈도우 W의 평균을 의미한다.

Sum of Absolute Difference (SAD)

SAD 방식은 가장 간단한 측정 방법 중의 하나로,

2개의 이미지 내에서 또는 비용 선정 매트릭스 내에서

요구되는 차원의 정사각형의 윈도우를 선택하고, 윈도

우 내에서 절대 차이 값의 집계한 다음, 참조 영상 I1과

대상 영상 I2간의 이웃 픽셀을 감산하여 계산한

다[11,12,13]. 이 방법은 수식(1)을 통해 계산되며, 2개

의 영상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결과는 0이 된다.

(1)

Sum of Squared Difference (SSD)

SSD는 정사각형의 윈도우 내에서 제곱과 누적된 차

이를 합산한 다음, 이웃 픽셀에서 감산하여 계산한다.

수식(2)를 통해 계산되며, SSD는 SAD에 비해, 다수의

곱센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2)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NCC)

NCC는 SAD, SSD 알고리즘에 비해, 다수의 곱셈,

나눗셈과 제곱근 연산을 수행하며, 수식(3)을 통해 계

산된다.

(3)

Zero-Mean Sum of Absolute Difference (ZSAD)

ZSAD는 SAD와 유사하지만, 윈도우의 평균을 집계

된 비용에서 차감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ZSAD는 2개

영상 간의 강도 변화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으며, 수

식(4)를 통해 계산된다. 

(4)

Zero-Mean Sum of Squared Difference (ZSSD)

ZSSD는 SSD와 유사하지만, 각 강도 값에서 매칭

영역의 평균을 차감시킨다. 수식(5)을 통해 계산되며,

밝기 제곱에서 평균을 감산하기 때문에 누적 집계인

SSD보다 계산 복잡도가 높아진다. 

(5)

Zero-Mean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ZNCC)

ZNCC는 NCC와 유사하지만, 강도의 지역 평균 값

을 차감시킨다. 수식(6)을 통해 계산되며, 계산식이

NCC와 유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값을 얻을 수

있다. 

(6)

Sum of Hamming Distance (SHD) 

SHD는 정사각형의 윈도우 내에서 좌영상과 우영상

의 값을 비트 단위에서 XOR 연산을 수행하여 변환한

영상을 기반하여 매칭을 수행한다. 이는 최종 해밍 거

리 점수(Hamming distance score)를 도출하는 비트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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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트 동작 이후에 적용하며, 수식 (7)를 통해 계산된다. 

(7)

3. 비용 축적 알고리즘 구현

Matlab 2015b를 이용하여 각 비용 축적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으며, 테스트 영상으로는 스테레오스코픽

(Stereoscopic) 영상 코딩에서 많이 이용되는 Tsukuba

이미지를 사용하였다(Fig. 1). Fig. 2는 매트랩에서 구

현한 각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진 변위 맵 결과 화면이

다. 실험에서 윈도우 크기는 9*9로, 최소 변위와 최대

변위는 각각 0과 16으로 설정하였다.

4. 성능 평가

4.1. 성능 실험

구현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은 Tshkuba 영상을 대상

으로, 한 픽셀에서 변위를 찾는데 소요된 시간 및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과 RMS(Root Mean

Square error)를 계산하였으며[14], 수식(8)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실험하였다.

I1은 실제 변위 이미지를, I2는 계산된 변위 맵을 의

미한다. 

구동 및 실험은 Windows 10 Professional OS, Intel

Dual Core 3.4GHz, 4GB Memory의 PC 환경에서 실

험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종합적으로,

작은 윈도우 크기에서는 NCC와 ZNCC가 적절한 성능

을 보였으며, 윈도우 크기가 클 경우에는 계산 시간을

고려하여 SAD, ZSAD, SSD 와 ZSSD를 적용하는 것

이 보다 성능적 우위를 가질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평

가되었다.

4.2. 실험결과 논의

실험결과, SAD알고리즘이 가장 간단하며 처리 시간

I1 i j,( )  bitwiseXOR I2 x i+ y j+,( )

i j,( ) W∈

∑

PSNR 20*log10

Max I1( )

RMS
-------------------=

RMS
I1 I2–( )

2

∑
m n⋅

------------------------=

Fig. 1. Tsukuba test images (left and right) with its ground truth.

Fig. 2. The resulted disparity map by various cost

aggregation algorithms; (a) SAD, (b) ZSAD, (c)

SSD, (d) ZSSD, (e) NCC, and (f) ZNCC. The

parameters for computation are given as mini-

mum disparity = 0, maximum disparity = 16, and

window size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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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다른 알고리

즘에 비해, SAD가 FPGA 또는 SOC로 구현하여 임베

디드 시스템으로 내장되기가 쉽다. 그러나 양안식 영상

간의 강도 변화에 민감한 단점을 보였다. 

SSD는 많은 곱셈 연산으로 인해, SAD와 비교하여

높은 계산 복잡도를 갖는다. SAD와 SSD는 동일한 픽

셀 값을 갖는 영역에서 0에 가까운 값을 가지지만, 방

사 왜곡(Radiometric Distortion)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

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단점을 보였다. 예를 들어,

좌측 영상에서 픽셀들이 우측 영상과 서로 다른 값을

갖는 픽셀 위치에서는 상수 오프셋(Constant offset)을

갖는다. ZSAD와 ZSSD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고안된 알고리즘이며, ZSAD는 SAD에 비해, ZSSD

는 SSD에 비해 성능적 우위를 갖지만, 계산량이 증가

하여 계산 복잡도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NCC 알고리즘은 입력 영상 획득을 위한 카메라에서

서로 다른 조명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밝기 변화에 선

형적으로 강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계산 상에

서 나눗셈, 곱셈, 제곱근 연산으로 인하여 SAD와 SSD

보다 계산 복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CC를 실

시간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칭 알고리

즘의 효율적 속도 개선이 요구된다. ZNCC는 NCC와

마찬가지로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성능 면에서 우위를

보였다. 강도 왜곡에 강인하지만 NCC보다도 계산 복

잡도가 높아지는 단점을 갖는다. NCC와 ZNCC는 윈

도우 크기가 작은 경우에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점 잡음(Salt and pepper noise)를 가진 영상에서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성능 우위를 갖는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비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

는 비용 축적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구현을 통하여 성

능적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윈도우 크기

에 따라 적용 알고리즘의 성능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윈도우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NCC와

ZNCC 방식이 성능 우위를 가지며, 큰 경우에는 오히

려 SAD, SSD, ZSAD와 ZSSD가 NCC와 ZNCC에 비

해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 유사도 기반의 상

호 상관관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NCC와 ZNCC는 높

은 정확성을 가지지만, 계산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을

보여 애플리케이션 적용성에 제한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축적 방식에 따라 비용 계산 과정

과 변위 선정에 대한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는

변위 맵 생성의 성능을 좌우한다. 해당 과정에서의 성

능적 개선을 통하여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의 효율적

성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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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3.09 2.12 1.97

ZNCC

Time 0.351 0.482 0.634

PSNR 13.89 18.37 18.38

RMS 3.23 1.93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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