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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SURF 알고리즘을 이용한 직교식스테레오 카메라 영상의 칼라불균형 보정 방법 제안한다. 제안 방법에서

는 SURF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스테레오좌, 우 영상의 대응점을 찾은 후, 찾은 대응점들의 칼라 보정 벡터를 영상 획득 모델

을 기반으로 계산한다. 영상 전체에서 다양한 칼라 대응점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분할영상을 이용하여 칼라

대응점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대응점 정보는 초기 칼라 보정 벡터로 변환할 수 있으며 좌, 우 영상의 모든 픽셀에 대하여

색정보가 가장 유사한 대응점의 보정 벡터를 사용하여 칼라 불균형을 보정한다. 초기 보정 벡터를 이용한 칼라 불균형 보정

후 존재하는 노이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사한 색공간에 위치한 칼라 보정 벡터에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다. 실험 결과로

원본영상과보정된영상의칼라히스토그램을비교하였으며, 분할 영역의수에 따른보정결과도비교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는 제안한 방법이 직교식 스테레오 카메라 영상에 효과적인 칼라 불균형 보정 방법임을 보여준다.

1. 서론

최근 3DTV, 3D 영화 등 다양한 3D 콘텐츠의 보급으로, 3D 영상

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보다 더

고품질의 3D 콘텐츠들이 요구 되고 있으며, 3D 영상 획득 기술과 3D

영상 처리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다.

이전의 3D 콘텐츠의피로도연구에따르면, 카메라와대상객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스테레오 카메라의 좌,우 카메라 간의 거리

(baseline distance) 또한 가까워져야할 필요성이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청자에게 불편한입체감을 유발하게된다.[1, 2] 하지만 크기가

큰 렌즈를 사용하는 스테레오카메라의경우 baseline distance를 좁게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

로하프미러기반의직교식스테레오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빛의일

부는반사시키고, 일부는 투과시키는 하프미러를 이용해 카메라 두 대

를 수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좁은 baseline distance를 구현

할 수있게해준다. 하프미러를 투과한빛은우측카메라에, 반사된 빛

은 좌측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는 원리이다.

그림 1은 직교식 스테레오 카메라로 획득한 스테레오 영상이다.

그림 1에서 볼 수있듯이 하프미러 기반의직교식 스테레오 영상 획득

시스템의 경우 하프미러에 의해 빛의 경로가 투과와 반사라는 형태로

달라지기 때문에칼라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좌, 우 칼라 불균

형이심각할경우불편한입체감을유발할수있으며, multiview video

coding(MVC) [3]에 직접적인영향을준다. 좌, 우 영상의 칼라 불균형

그림 1. 직교식 스테레오 카메라 영상

은 좌, 우 영상의 유사도를 낮추게 되고, 따라서 좌, 우 영상간의 변이

벡터를 이용한 압축 과정에서 레지듀얼(residual)값을 증가시킨다. 즉,

레지듀얼 부호화를 위해 많은 압축 용량을 사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압축 효율은 낮아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직교식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으로 획득한 스테

레오 영상의칼라 불균형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

에서는분할영상을 이용한 SURF 알고리즘을이용하여 좌, 우 영상의

대응점들을 찾아내고, 대응점들의 색 정보를 이용하여 전체 영상의 칼

라불균형을보정한다. 제안하는알고리즘은칼라불균형보정시발생

하는노이즈를효과적으로제거한다. 이 후의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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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URF를 이용한 대응점 추출

그림 3. 직교식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의 영상 획득 과정

같다. 2장에서 SURF알고리즘과직교식 스테레오 카메라의 영상 획득

모델에 대한 배경지식에 대하여 소개한다.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칼라 불균형 보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4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실험 결과를 통하여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배경지식

2.1 SURF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좌, 우 영상에서 신뢰할만한 칼라샘플을얻어내기

위하여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알고리즘 [4]을 사용한

다. SURF 알고리즘은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알

고리즘의 속도를 향상시킨 알고리즘이다[5]. SURF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좌, 우 영상의 특징점들을 찾아낼 수 있으며, 비슷한 특징점들을

매칭시킬 수 있다. 그림 2는 SURF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스테레오 영

상의특징점을매칭시킨예이다. 이와같이 매칭된특징점으로부터색

정보를 알아내어 칼라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한 샘플을 모을 수 있다.

SURF 알고리즘을통해 대응점을찾은 후 이를 유사성이 높은 순으로

정렬한 후, 일정한수를 뽑아 샘플로 사용한다. 만약 너무 적은 대응점

을샘플로사용할경우, 보정에필요한만큼의다양한샘플을확보하지

못해 보정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반면 너무 많은 대응점을 샘플로

사용할 경우, 이는 유사도가 낮은 샘플들을 포함할 수 있고, 이 또한

보정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2.2 직교식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의 영상 획득 모델

그림 3은 직교식스테레오카메라시스템이영상을획득되는과정

을 나타낸다. 획득한 우측 영상의 i번째 화소의 색정보 는, 조명환

경에 의한 빛  가 i번째 화소와 대응되는 객체 표면의 고유 반사

그림 4. 칼라 불균형 보정 과정

계수  에 따라 반사된 다음, 하프미러의 투과특성 에 따라

투과된 빛을카메라의 광감 특성  에 다라 측정한 값에 의해 결

정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Lambertian 반사 모델을 기반으로 식(1)과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6].


      


    ∈

(1)

는 파장을 의미하며, 획득한 좌측 영상의 경우( 
) 하프미러에서

투과 대신 반사되기 때문에 반사 특성 가 적용된다. 그러므

로 이 모델에서 칼라 불균형은 하프미러에서 투과()와 반사

()라는 서로 다른 경로차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직교식

스테레오 영상의 칼라불균형을 보정하는 것은 하프미러에서 투과, 반

사에의해 획득된두 영상을이용하여객체에서반사되어카메라로바

로 입사되는 빛에 의한 영상을 추정하는 것이다.

3. 칼라 불균형 보정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칼라 불균형 보정방법은 그림 4와같은과

정을 거친다. 이 장에서는 그림 4의 과정들을 순서대로 설명한다.

3.1 영상 분할 및 SURF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응점 추출

기존의 SURF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의 대응점을 추출할 경우,

그림 2와 같이 영상의 일부분이 복잡한 패턴을 나타낸다면 그 부분에

대응점이집중될수있다. 이렇게된다면다양한색정보의샘플을모을

수 없게 되고, 영상 전체 영역에서 좋은 보정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좌, 우 영

상 중 한 영상을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하고, 각각의 분할면 안에서 일

정한 수의 대응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6은 제안한 방법

으로 샘플을 추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방법은 다양한 색정보

대응점을추출하는데도움을준다. 하지만너무많은수로분할하여샘

플을추출할경우, 각각의분할면에서충분한수의샘플을뽑아내지못

하거나, 대응 색의 유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샘플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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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분할 SURF 알고리즘을 적용한 예

그림 5. 우 영상을 분할하여 좌 영상에 SURF 알고리즘 매칭

3.2 RGB 벡터공간을 이용한 보정 벡터 추출

식 (1)로 부터 보정된 와 
을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식 (2)를 각각의 r,g,b 성분이 아닌, 하나의 r,g,b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좌측 영상, 우측영상의 한 픽셀에 대한 r,g,b 벡터를 식 (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식(3)에서 
와 

은 각각 우측, 좌측 영상의보정 벡터(correction

vector)이다. 즉, 자기 픽셀의 보정 벡터를 더함으로써 칼라 보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상의 모든 픽셀에 대한 대응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보정할 픽셀과 가장가까운 색정보를 가지고 있는샘플의 보정벡터를

보정 벡터로 사용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4)와 같으며, 여기서


와 

은 자기 픽셀의 색정보와 가장 비슷한 샘플의 보정 벡터이다.


 

 


 

 


 




 

 


 

 


 



(4)

그림 7. RGB 색 공간을 이용한 칼라 불균형 보정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은 r,g,b

벡터 공간에서 자기픽셀의색정보와가장 가까운샘플의보정 벡터를

가져와 자기 픽셀의 색정보를 보정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3.3 노이즈 제거를 위한 색공간 가우시안 필터링

앞에서 구한보정벡터를 바로사용하여칼라 불균형을 보정할경

우노이즈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노이즈는인접픽셀의보정벡터가

상이할 경우, 그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노이즈가 발생하는 원

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정 벡터의 크기가 매우 클 경우 부적절한 벡터

로 볼수있기 때문에크기를 제한하는방법을사용할수 있다. 하지만

좌, 우 영상의칼라불균형정도가매우큰경우, 이러한보정벡터들이

타당할 수 있으며, 충분한 수의 샘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이즈 제거를 위하여 보정 벡터의 크

기가매우 큰샘플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과 동시에보정벡터

들에 대하여색공간에서 가우시안필터링을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가

우시안필터는 대표적인 저역통과필터로써 영상처리에사용할경우

영상의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무딩

(smoothing)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는 인접 픽셀의 보정 벡터간의 현

저한차이에따른영상왜곡을제거하기를원하기때문에, 보정된영상

전체가 아닌 색공간에 존재하는 보정 벡터에 대해서만 가우시안 필터

링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우시안 필터링을 적용하여식

(4)를 식 (5)로 다시 나타낼 수 있다.


 

 


 

 


 




 

 


 

 


 



(5)

식 (5)에서 G는 가우시안필터이며, 이는 식 (6)과같이나타낼 수

있다.

  







 

(6)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영상 분할 및 SURF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응점 추출 결과

영상 분할을 이용한 대응점 추출은 그림 2과 같이 샘플이 심각하

게 일정 부분에 집중되는 경우에 대하여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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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영상 미분할시(상)와 분할시(하)의 칼라 불균형 보정 결과

그림 9. 그림 8의 부분 확대 영상

그림 10. 영상 분할에 따른 칼라 불균형 보정 결과의 스펙트럼

그림 11. 보정 노이즈 필터링 결과

림 8은 영상을 분할하지 않고 대응점 샘플을 획득해 보정 했을 때(상)

와 분할하고대응점샘플을 획득해 보정했을 때(하)의 결과이다. 주목

해야 할 부분은 영상의 좌측 하단의 콘크리트 부분이며 이 부분을 확

대하여그림 9에나타내었다. 이 부분은다른부분보다 눈에띄게불균

형하며, 영상 미분할시 대응점 샘플을 거의 획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영상을분할하면보정에필요한충분한대응점을확보할수있었다. 그

림 10은 그림 9에 나타낸 부분 영상의 히스토그램과 히스토그램의 상

관계수를 나타낸것이다. 그림 10에서 볼수 있듯이분할을하지않았

을 때 원본과 비교하여 상관 계수가 조금 높아지거나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할했을 때 상관계수가 크게 높아짐을 볼 수 있다.

4.2 노이즈 제거를 위한 색공간 가우시안 필터링 결과

그림 11은 노이즈 제거를 위한 필터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의 왼쪽 영상은 보정 벡터만을 사용하여 보정한 결과 이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잎사귀 부분에서 눈에 띄는 색왜곡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1 의 오른쪽영상은 보정벡터에제안한노이즈 제거필터

링을적용한결과이다. 그림에서확인할수있듯이제안한노이즈제거

필터링처리 후본래의 영상의 화질과근접한수준으로칼라 불균형이

보정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직교식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으로 획득한 스테

레오 영상의칼라 불균형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

은 충분히 칼라 대응점 샘플을 얻기 위하여 한쪽 영상을 분할하여

SURF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또한 잘못된 대응점으로 인해 발생하

는 보정노이즈를 효과적으로제거하는 필터링방법을 제안하였다. 실

험의 결과는 제안한 방법이 효과적으로 칼라 불균형을 보정하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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