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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수렴형 양안식 카메라 배열에서 효율적으로 깊이 지도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양안식 영상에서의 깊이 지도 추출 방법은 영상 정렬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이는 평행형 배열에서는 효과가 있
지만, 수렴형 배열에서는 영상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영상 정렬화 과정
을 생략하고, 에피폴라 조건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깊이 값을 추출한다. 깊이 예측을 위한 Markov Random Field 
에너지는 계층적 구조를 사용하여 복잡도를 낮춘 상수 공간 신뢰 확산 방식에 의해서 최적화한다. 이어서 좀 더 
정확한 깊이 지도를 구하기 위해서 후처리 기술을 최종적으로 적용한다.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적은 제약으로 깊이 지도를 좀 더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1. 서론 
 

수동형 깊이 센서 방식 중의 하나인 양안식 정합을 이용한 
깊이 정보 획득 방법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양안식 정합은 주로 카메라 배열이 평행형이란 
가정에서 개발되었다. 하지만 3D 영화와 같은 3차원 영상을 처
리할 때 두 영상에서의 시야 범위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수
렴형 카메라 배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 평행형 배열에
서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양안식 정합 알고리즘들은 단순화와 정확도를 위
해서 두 영상을 정렬화(rectificatition)한다 [1]. 영상 정렬화는 
평행형 카메라 배열에서는 동일한 화소를 두 영상의 동일한 수
평선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수렴형 카메라 배열에서는 영상 왜곡을 발생시켜서 정확한 양
안식 정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영상 정
렬화가 서로 다른 평면에 존재하던 두 영상을 동일한 평면으로 
옮기기 때문이다 [2]. 평행형 배열에서는 정렬화 전 두 영상이 
거의 동일한 평면에 놓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설치한 오차만 보
정하면 되지만, 수렴형 배열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렴각을 갖는 
두 평면을 억지로 동일 평면으로 옮기기 때문에 원본 영상의 
일부가 소실되는 등 영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에서 가정하고 있는 영상 정렬
화가 수렴형 카메라 배열에서 문제를 일으킴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피폴라 제약 사항(epipolar constraints)을 
이용한 직접적인 깊이 값 추출 방법에 대해서 제안한다. 후처리 
과정까지 거친 실험 결과를 통해 기존의 방법보다 향상된 성능
을 보였다. 

 

2. 수렴형 배열에서의 영상 정렬화 문제 
 

기존의 양안식 영상정합 방법으로 3차원 깊이 정보를 얻기 
위해 두 영상에서의 일치점은 동일한 수평 라인에 놓여 있다고 
가정했다. 영상 정렬화는 영상정합을 위해 필요한데, 이는 양안
식 영상의 에피폴라 선(epipolar line)에 평행하도록 변환한다. 
이에 따라 두 영상에서의 일치점은 동일한 수직 좌표를 갖게 
된다. 그 결과 두 영상 사이에는 수평의 변위만 존재하게 되고, 
이는 깊이로 변환하여 3차원 정보를 얻는다.   

 

정렬화된 평면

 

그림 1. 수렴형 배열에서의 영상 정렬화  

 

영상 정렬화는 평행형 배열에서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얻
는데 잇점을 제공하지만, 수렴형 배열에서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림 1은 수렴형 배열에서 영상 정렬화가 일으키는 문제를 보
인 것인데, 원본 영상에서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여러 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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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화된 평면의 한 화소로 옮겨지거나 옮겨진 화소가 영상 평
면의 밖에 존재하게 되어 영상왜곡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상 정렬화를 이용하여 수렴형 배열의 카메라로 획득된 영상
을 보존하면서 3차원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3. 직접적인 깊이 추출 방법 
 

깊이 정보를 직접 추출하기 위해서 에피폴라 제약 사항을 
사용한다. 에피폴라 선은 좌영상에서 카메라 중심과 영상 평면
에 맺힌 화소를 연결한 직선을 3차원 공간으로 보내고, 이를 우
영상에 투영하여 획득한다. 구해진 에피폴라 선의 일치점을 찾
아 정합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깊이 값 추출을 
위한 에너지 함수는 다음과 같다. 

 

),,(),,(),,( dyxEdyxEdyxE smoothdata +=      (1) 

 

여기서 x와 y는 각각 좌영상의 수평과 수직 좌표를 나타내고, 
d는 깊이 값을 나타낸다. 에너지 E (x,y,d)는 데이터 항과 평활
화 항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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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는 좌우영상의 화소값 차이, N은 주변 화소의 집합

이고, W(p,q)는 주변 화소들의 깊이 차이, IL(x,y)는 좌영상의 
좌표가 (x,y)일 때의 화소값, IR(x,y,d)는 좌영상의 좌표 (x,y)
가 깊이 값이 d일 때 우영상에 매칭되는 화소값을 나타낸다. 매
칭된 화소를 찾기 위해서는 에피폴라 선 위에 있는 화소를 3차
원 워핑 (3D warping)[2]을 적용하여 구한다.  

이렇게 완성된 에너지 함수는 시간 복잡도를 고려한 상수 
공간 신뢰 확산(Constance Space Belief Propagation, CSBP)
에 의해 최적화된다 [3]. 이렇게 얻어진 깊이 지도는 후처리 과
정을 거쳐서 깊이 지도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4]. 

 

4.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영
상 정렬화를 이용한 기존의 방법과 영상 정렬화를 생략하여 직
접 깊이를 추출한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를 비교했다. 그림 2는 
원본 영상과 제안하는 최종 깊이 지도, 영상 정렬화를 거쳐서 
얻은 변위 지도를 깊이 지도로 변환한 영상을 보여준다.  

그림 2(c)를 보면, 영상의 상단 부분이 정렬화 과정에 의
해서 우영상에 사라져 졍확한 깊이 값을 얻을 수 없었던 반면, 
그림 2(b)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깊이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제
안하는 방법은 수렴형 배열에서 정확한 깊이 값을 얻어낼 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전 카메라 설치 시 제약 사항을 줄여주는 효
과도 보였다. 

 

(a)원본영상 

  
(b) 제안하는 방법             (c) 기존 방법 

그림 3. 수렴형 배열에서의 깊이 지도 결과 비교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렴형 양안식 카메라 배열에서 에피폴라 
제약 사항을 이용하여 깊이 지도를 얻는 방법을 제안했다. 양안
식 정합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영상 정렬화는 수렴형 카메라 배
열에서는 영상 왜곡 등 원치 않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 제안한 방법에서는 이를 생략하여 좀 더 정확한 깊이 
지도를 생성했다. 후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최
종 깊이 결과는 영상 정렬화를 이용하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영상 전체에 대해서 올바른 깊이 값을 구할 확률이 높고, 보다 
안정적으로 깊이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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