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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역 검출  시차 지도 재생성

기반 경계 보존 스테 오 매칭

( Boundary-preserving Stereo Matching based on Confidence Region 

Detection and Disparity Map Refinement )

윤 인 용*, 김  규**

( In Yong Yun and Joong Kyu Kimⓒ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신뢰 역을 검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스 매치된 역에 한 홀을 채우고 응 으로 시차 지도를 조정하

여 경계를 보존하는 스테 오 정합 방법을 제안한다. 기 시차 지도 추정을 해 비용 계산은 색상(CIE Lab)과 경사도

(Gradient)를 결합하여 이용하 고, 두 번의 비용 결합 함수를 용 하여 시차 지도를 추정 하 다. 화소 불일치 역을 검출

하기 해 왼쪽/오른쪽 교차 검사를 수행 하 다. 두 픽셀 치에서의 차이가 1보다 크면 폐색 역이거나 잘못된 매칭으로 

단하고 왼쪽 시차 지도에 표시 하 다. 기 시차 지도에서 깊이 불연속성으로 인한 에러값을 구별하기 해 Mean-shift 

segmentation을 사용하여 신뢰 지도를 구하고 기 시차 지도 상에서의 에러값을 이기 해 신뢰 지도 결과를 이용하여 

시차 지도 조정을 수행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여 비교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시차 

지도를 생성 하는 것을 보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boundary-preserving stereo matching method based on adaptive disparity adjustment using 

confidence region detection. To find the initial disparity map, we compute data cost using the color space (CIE Lab) 

combined with the gradient space and apply double cost aggregation. We perform left/right consistency checking to sort 

out the mismatched region. This consistency check typically fails for occluded and mismatched pixels. We mark a pixel in 

the left disparity map as “inconsistent”, if the disparity value of its counterpart pixel differs by a value larger than one 

pixel. In order to distinguish errors caused by the disparity discontinuity, we first detect the confidence map using the 

Mean-shift segmentation in the initial disparity map. Using this confidence map, we then adjust the disparity map to 

reduce the errors in initial disparity map.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method produces higher 

quality disparity maps by successfully preserving disparity discontinuities compared to existing methods.

      Keywords : Confidence map, Mean-shift segmentation, Adaptive hole filling, Adaptive weighte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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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주어진 두 장의 스테 오 상을 이용하여 최 의 시

차 정보를 얻기 한 연구는 컴퓨터 비  분야에서 활

발히 진행 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시차 지도의 정확

도를 향상 시키고 주어진 두 상에서의 가려짐 역이

나 경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한 새로운 방법이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여 히 개선 사항이 많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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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 분야이다. 스테 오 상에서의 시차 지도를 

구하기 해 보통 다음 네 가지 단계를 수행한다.

(1) 매칭 비용 계산 

(2) 비용 결합

(3) 시차 지도 계산/최 화 

(4) 시차 지도 재생성

부분의 시차 지도를 구하는 방법들은 매칭 비용 계

산을 해 상간의 화소를 이용한다. 화소 기반의 비용 

측정 방법들은 화소간 차이를 계산하거나, 경사도를 구

하고 그 차이를 계산, 는 Census와 같은 비- 라매트

릭 변환을 이용한다. Census 변환은 시차 지도를 측

하는 방법으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선하여 정

확도를 높이는 방법도 많이 제안되고 있다[1～2]. 많은 방

법들이 다양한 비용 측정 방법을 계산하여 사용하는데 

표 으로 화소간의 색상 차이와 경사도 차이를 결합

하여 시차 지도를 추정한다[3～4]. 화소 기반 매칭 기법에

서 매칭 비용의 모호성을 이기 해서 비용 결합에 

한 과정을 수행한다. 결합 방법들에 한 성능을 평가

한 논문들[5～6]에서는 다음 Adaptive weight[7], Segment 

support[8]등을 이용하여 비교 하 고, 최근에는 비용 결

합을 해 Guided image filter
[9]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세 번째 단계인 시차 지도 계산/최 화 에서는 지역

 계산 방법, 역  방법, semi-global 방법 등을 이용

한다. 많은 지역  방법들
[7～8, 10]

은 주로 매칭 비용 계산

과 비용 결합에 주안 을 두고 있으며, 시차 지도를 계

산하기 해서 각 화소 치마다 승자 독식(Winner-

take-All, WTA) 방식을 용하여 생성 한다. 

역  방법은 각 화소에 한 시차 값을 결정하기 

해 체 상 역에 한 비용 최소화 과정을 수행

한다. 표 인 방법으로 Graph-cut
[11]
, Belief propagation

[12]
, 

그리고 cooperative optimization[13]등이 있다. 한, 

semi-global방법은 에 지 최소화를 해 한 방향에 

한 화소들의 집합에서 비용 최소화를 수행하는데, 역

 방법과 비교하여 계산 복잡도가 작다. semi-global 

방법으로 Dynamic programming[14], scan-line optimization[15]

방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차 지도에 한 재생성을 수행하기 

해 많은 방법들이 폐색 역을 검출하고 이를 이용한다
[15～16]

. 는, 기 시차 지도를 생성하는 비용에 한 값을 

장하고 이를 정렬하여 신뢰도 상을 구해 사용한다[17].

본 논문에서는 스테 오 매칭 결과를 얻기 한 네 

가지 단계 에서 마지막 단계인 시차 지도 재생성에 

을 맞춘다. Mean-shift 세그먼트 상을 이용한 각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도

Fig. 1. Entire framework of the proposed method.

역별 신뢰도 가 치 지도를 생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

여 응  가 치 최 값 필터를 수행해서 최종 시차 

지도를 생성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시차 지도를 

구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고, 3장에서 실험 결과를 비

교한다. 마지막 4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 방향에 해 

논의 한다.

Ⅱ. 제안하는 방법

시차 지도를 생성하기 해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 어져 있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체 시스템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 응  가 치를 기반으로 하는 기 시차지도

를 생성한다. 그런 다음, 세그먼트 상을 이용하여 

기 시차 지도에 한 신뢰도 상을 생성하고, 마지막 

단계로 생성된 신뢰도 상을 이용하여 시차 지도 재생

성을 수행 하게 된다.

2.1 초기 시차 지도 생성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유사성을 계산하기 해 색

상(CIE-Lab)과 경사도(Gradient) 값을 사용 하 다. 주

어진 두 장의 상에서 왼쪽 상을 로, 그리고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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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상을 로 정의 한다. 색상 역에 한 유사성을 

계산하기 해 다음 식(1)과 같이 계산 하 다.

  








  

   (1)

 는 화소 p에서의 i번째 색상 역(Lab color 

space) 값으로 정의 된다. 경사도 역의 유사성을 계산

하기 해서 다음 공식을 이용하 다. 

   exp    (2)
   ∇   ∇   (3)

∇는 화소 p에서의 x방향으로의 경사도를 의

미한다. 이때 사용된 상은 RGB 색상 역에서 Gray 

스 일로 변환된 이미지를 사용하 다. 각 비용 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최종 비용 값에서는 서로 다른 가 치

를 부여하기 해 가 치 인자인 값을 사용한다.

     (4)

∈  의 값으로 정의 된다. 본 논문에서는 매칭 
비용 결합에 한 밸런스를 조정하기 한 값으로 

0.89를 용 하 다.

매칭 비용 함수를 계산한 이 후, 두 번의 비용 결합

(Cost aggregation)을 수행하 다. 첫 번째 비용 결합은 

유사한 색상 역끼리의 결합이다. 이를 해 Cross-

Cost Aggregation알고리즘을 용 하 다. 각 방향별 

패치의 길이 값을 검색하기 해 X. Mei
[19]
가 제안한 방

법을 이용 하 고, 비용 결합을 한 식은 다음과 같다.

  
∈

  (5)

여기서, L, R, D, U는 비용 결합을 한 각각의 Left, 

Right, Down, Up 방향에 한 패치의 길이를 나타낸

다. 두 번째 비용 결합은 응  가 치를 용한 비용 

결합이다. 일반 으로 응  가 치 계산을 해 

bilateral filter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 치 계산을 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경사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bilateral filter의 이러한 단 을 보완한 

가이드 이미지 필터[9]를 용 하 다. 가이드 이미지 필

  

  

       (a)              (b)             (c)

그림 2. 제안하는 방법에 의한 Tshkuba 상의 시차 지

도 (a) 색상 + 경사도. (b) (a)와 cross-cost 

aggregation. (c) (b)와 응  가 치 비용 결합

Fig. 2. The disparity map in Tsukuba obtained by the 

proposed stereo matching. (a) only color + 

gradient. (b) (a) with cross-cost aggregation. (c) 

(b) with adaptive-weight cost aggregation.

터에서 화소 와 시차 d에서의 필터링 출력은 동일한 

슬라이스 내의 모든 화소의 가  평균으로 정의 된다.

 


 (6)

는 화소 와 시차 d에서의 필터링 된 비용을 

말한다. 필터 가 치는 다음 식 (7)로 정의 된다. 

 



∈
 

 


    (7)



와 는 크기가 ×인 화소 k를 심으로 하는 

도우 에서의 상 에 한 공분산  평균 배열이다. 

도우의 화소 개수인 와 는 평활화 라미터이며, 

 , 그리고 는 ×크기의 (색상)벡터 이며, 

와 항

등 행렬인 의 크기는 ×이다. 모든 데이터 비용 계

산과정이 끝나면 기 시차 지도를 결정하기 해 승자 

독식(WTA) 방법을 용한다. 각 화소에서의 매칭 비용

이 최소가 되는 시차값을 최종값으로 선정 하 다.

   arg (8)

<그림 2>는 식 각 비용 정합 단계별 획득되는 기 

시차 지도를 나타낸다. 매칭 비용을 계산하기 해 식 

(1)만 용하는 경우와 다르게 식(5)와 식(6)을 추가 했

을 때 획득된 시차 지도의 품질이 향상 되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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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 제안하는 방법으로 추정한 신뢰도 지도 와 색상 

분할 이미지. (a) Tsukuba. (b) baby1

Fig. 3. The confidence map and segment image 

obtained by the proposed method. (a) Tsukuba. 

(b) baby1.

할 수 있다.

2.2 신뢰도 지도 생성

스테 오 입력 상으로부터 기 시차 지도를 획득

한 뒤, 시차 지도에서의 경계 역  미스 매치를 통해 

발생된 부정확한 시차 값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Mean-Shift[18]를 이용한 상의 색

상 분할 방법을 용하여 각 분할 역에서의 기 시

차 값에 한 신뢰도를 계산해 주었다.

입력 상의 신뢰도 계산을 해 기  상(본 논문

에서는 왼쪽 상)에 한 색상 분할을 수행한다. 분할

된 역에서의 신뢰도를 구하기 해 다음 식 (9)를 

용 하 다. 

    (9)

는 분할된 i번째 색상 역을 뜻하고 

는 분할된 색상 역에서의 평균 시차 값을 의미

한다. 는 i번째 색상 역의 치 에서의 시차 

d를 의미한다. 계산된 값은 평균값과의 유클리드 거리 

값으로 표 되고, 이후 수행되는 과정에 용하기 해 

[0, 1]로 정규화를 수행한다. <그림 3>은 제안하는 방법

으로 구한 신뢰도 상을 보여 다. 어두운색으로 표

그림 4. 제안하는 응  홀 채움 방법

Fig. 4. Proposed method of adaptive hole filling.

  

  

        (a)               (b)              (c)  

그림 5. 홀 채움 수행 결과 (a) 기 시자 지도. (b) 기존 

방법에 의한 채움. (c) 제안하는 방법에 의한 채움

Fig. 5. Result of the hole filling process. (a) Initial 

disparity map. (b) Hole filling of existing method. 

(c) Hole filling of proposed method.

된 역은 기 시차 지도 생성에 한 신뢰도가 높고, 

밝은 역일수록 신뢰도가 낮은 역이다.

2.3 폐색 영역 검출 및 채움

본 논문에서 폐색 역을 검출 하기 해 왼쪽 상과 

오른쪽 상에 한 일 성 검사를 수행한다. 따라서 왼

쪽 상에 한 시차 지도뿐만 아니라 오른쪽 상에 

한 시차 지도도 생성한다. 두 상에 한 폐색 역 

검출은 다음 식 (10)을 통해 이루어진다.

  i f    
(10)

는 시차지도 에서의 시차 값을 나타낸다. 크로

스 체크를 통해 매칭 되는 픽셀에서의 시차 차이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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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6. 응  최 값 필터링. (a) 노이즈 입력. (b) 식 (12)에서의 3차원 공간 분할. (c) 각 채 에 한 가이드 필터 

용. (d) 필터 용후 최 값을 획득하여 검출한 최종 결과

Fig. 6. The constant time weighted maximum filtering, (a) The noisy input. (b) The 3-dimensional signal in equation (12). 

(c) A guided filter is performed on (b) for each fixed d. (d) The final result given from the maximum value after 

applying filters.

1.0 보다 크다면 미스 매치 되거나 폐색 역으로 단 

한다. 검출된 역은 이후 시차 지도 재생성을 한 

처리 과정에 사용된다. 처리 과정은 A. Hosni
[20]
가 제

안한 방법을 보완하여 사용하 다. 기존에 제안된 방법

은 폐색 역에 한 시작 과 끝 을 검출하고 그 때

의 두 값을 비교하여 한 값으로 폐색 역을 부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면 

폐색 역 검출에 한 정확도에 향을 많이 받는다. 

이를 보완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앞서 구한 신뢰도 

지도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새로운 홀 채움 방법은 <그림 4>와 같다. 

우선 기존의 방법을 이용하여 폐색 역에 한 시작

과 끝 을 찾는다. 그리고 검출된 역의 신뢰도 지도에

서 에러율을 비교하여 일정한 임계값 이하의 에러율을 

보이는 지역의 시작 을 새로운 끝 으로 지정 하고, 두 

(시작 , 새로운 끝 )의 값을 비교하여 한 값으

로 역을 채워 다. 신뢰도 지도에서 낮은 에러율을 보

이는 지역은 기 시차 지도의 정확도가 높은 지역으로 

단하여 원본 시차값을 그 로 사용한다. 새로운 홀 채

움 방법을 용하여 <그림 5>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

며 이에 한 구체 인 결과는 3.1 에 설명 하 다.

2.4 시차 지도 재생성

본 논문에서 기 시차 지도에 한 불연속성 보존을 

얻기 해 신뢰도 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시차 지도 재

생성을 수행 하 다. 재생성을 한 과정은 <그림 6>에 

표시 하 고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Step 1) 처리 과정이 끝난 시차 지도 와 검색 

범 가 min max인 시차 공간에서의 값(disparity 
value) 비교를 통해 새로운 상 공간 를 생성 한다.

   i f    
(11)

Step 2) 생성된 상 공간 와 신뢰도 지도, 색상 

공간 기반 가이드 필터 가 치를 이용하여 각 픽셀의 

치에서의 스코어를 계산하고, 최 의 시차 값을 선택  

하기 해 각 치에서의 최 값을 찾는다. 이를 해 

식 (12)를 이용한다.

   arg


   (12)

여기서,  는 치 p에서 최종 선택된 시차 

값을 의미하며, 는 식 (7)을 이용해 계산된 가 치 

값이다.

Step 3) 최 값 필터 이후에 부분 인 노이즈 제거를 

해 최종 으로 ×의 도우를 용하여 미디언 필

터를 수행 한다.

Ⅲ.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테스트를 한 laptop

(노트북)환경으로 Intel(R) Core(TM) I5-5200U CPU 

(2.20GHz), 8GB RAM, 도우 10 64it 환경에서 Visual 

Studio 2013을 이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입력 상은 

Middlebury 스테 오 연구실
[21]
에서 제공하는 스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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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른 스테 오 매칭 방법들과의 성능 비교

Table1. Performance comparisons between different stereo 

matching methods.

Method
Percentage of bad pixels (%)

Tsukuba Venus Teddy Cones

SSD+MF
[22] 5.23 3.74 16.5 10.6

GC
[22] 1.94 1.79 16.5 7.70

DVPI
[26] 4.76 4.89 11.0 9.64

WMFGF
[23] 4.35 1.09 8.58 9.34

FW-DLR
[25] 4.87 2.50 18.2 24.2

SGMDDW
[24] 2.26 1.22 6.52 3.59

SemiGlob
[15] 3.26 1.00 6.02 3.06

Proposed 3.15 0.74 8.37 5.60

  

  

그림 7.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

Fig. 7. Experimental images.

상을 사용하 다. 이 상들은 실제 시차 값을 제공하

여 알고리즘 성능 평가시 객 인 결과 비교에 도움을 

주며, 실제 Middlebury 사이트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여러 알고리즘 성능 비교를 하고 있다. <그림 7>은 

실험에 사용된 상의 일부를 보여 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평가는 D. Scharstein과 R. 

Szeliski가 제안하는 방법
[22]
을 사용하여 오정합 비율 B

를 계산 하 다. 이 방법은 추출된 시차 지도와 실제 시

차 지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체 역에 한 에러율을 

구하는 것으로 다음 식 (13)으로 정의된다.

  
 


     (13)

여기서, N은 상 체 픽셀의 개수이며, 는 추출

된 시차 지도, 은 실제 시차 지도 이다. 는 허용 오

차로 본 실험에서 1.0으로 설정 하 다.

3.1 신뢰도를 이용한 폐색 영역 채움 실험

제안하는 방법에서 신뢰도를 이용한 폐색 역 채움

에 한 성능을 평가하기 해 기존에 제안된 방법[22]

을 이용한 결과와 신뢰도를 추가 이용한 응  방법의 

결과를 비교 하 다. <그림 5>에서 첫 번째 열은 WTA 

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기 시차 지도 상이고, 두 

번째 열은 폐색 역의 시작 과 끝 을 찾아 채워  

결과 상이다. 마지막 세 번째 열은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폐색 역을 채워  결과 이다.

폐색 역을 채워주기 해 신뢰도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제거되는 역이 많이 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2 신뢰도를 이용한 시차지도 재생성에 대한 실험

제안 하는 방법과 기존의 시차 지도를 재생성하는 방

법과 비교를 하 다. 비교 실험을 한 Z. Ma방법[23]에 

해서 기 깊이 상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으

로 생성하고 이후 후처리 련 부분만 용하여 비교 

하 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도 실험 방법을 두 가지로 나 었

는데, 시차 지도를 재생성 하는 과정에서 신뢰도 값의 

용 유무를 통해 최종 생성되는 시차 지도의 결과 값

을 확인 하 다. <그림 8>에서 (a)는 Middlebury에서 

제공하는 스테 오 상의 Ground truth 상이고, (b)

는 기 시차 지도이다. (c)는 가이드 이미지 필터를 이

용한 미디언 필터를 사용한 결과이다. (d)의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응  채움 기법을 이용하고, 시차 

지도 재생성에서는 신뢰도 지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

우의 결과 값이다. 마지막 (e)는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

는 응  필터를 용하여 시차 지도를 조 한 결과이

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재생성 

방법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개선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baby1 상에 해서 신뢰도 

상을 용 했을 경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 홀

이 채워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3 성능 비교 평가

시차 지도의 품질을 비교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앞서 정의한 식 (13)을 이용하여 원본 상과의 에러율

을 계산하 고, 비교 평가를 해 Semi-global 방법

(SGMDDW)[24], 고정 도우&깊이 계층 재생성 방법

(FW-DLR)
[25]
, SSD+MF

[22]
, DVPI

[26]
등의 방법들과 비교 

하여 <표 1>에 결과를 작성 하 다. 

비교 결과 제안 하는 방법이 다른 기존의 방법보다 반

으로 높은 성능의 시차 지도를 생성 하는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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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그림 8. 실험 이미지에 한 실험 결과. (a) Ground truth. (b) 기 시자 지도. (c) Z. Ma방법[23]에 의한 시자 지도 

조정 결과. (d) 신뢰도 지도를 제외하여 용한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 (e) 신뢰도 지도를 포함하는 제안하

는 방법의 결과

Fig. 8. The experiment results in five test images. (a) Ground truth. (b) Initial disparity map. (c) Result of the Z. 

Ma's disparity adjustment method[23]. (d) Result of the proposed method without confidence map. (e) Result 

of the proposed method with confidence map.

이는 시차 지도 재생성 과정에서 신뢰도 값을 이용하여 

오 정합된 시차값의 반  비율을 낮춰주기 때문으로 

단되며, 특히 venus 상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가장 낮

은 에러율을 보 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의 경계를 보존할 수 있는 스테

오 매칭을 제안하기 해 Mean-shift 색상 분할 기법을 

이용하여 상의 신뢰도를 계산하고 이를 용하여 시

차 지도를 재생성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신뢰도 상

을 구하기 해 각 분할 역에서 평균 시차 값과의 유

클리드 거리값을 이용하 고, 폐색 역 채우고 응  

가 치를 이용한 Max 필터에 사용하여 기 시차지도

를 개선하 다. 기존의 방법들과 성능을 비교하기 해 

Middlebury 데이터 셋을 이용하 다. 실험결과 제안하

는 방법이 기존의 지역  매칭 방법과 비교 했을 때 비

교  높은 품질의 시차 지도를 획득 하 다.향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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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정확도를 

향상 시키고 CPU 병렬 로세싱 는 GPU를 이용한 

정확도를 높이면서 시차지도 생성에 해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는 스테 오 정합 알고리즘을 제시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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