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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어진 장면에서 3-D 깊이 정보를 추정하는 것은 

컴퓨터비전 분야의 중요한 연구주제로써, 물체 인

식, 객체 추적, 로봇 비전, 3-D 모델링 등의 많은 응

용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

은 깊이 추정 방식들이 제안되어 왔으며, 일반적으

로 레이저 기반 거리 측정 [3], 스테레오 정합 [4, 5,

6], Time-of-Flight 방식 [7], 구조 광 [8]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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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D database has been widely used in object recognition, object tracking, robot control, to name

a few. While rapid advance of active depth sensing technologies allows for the widespread of indoor

RGB+D databases, there are only few outdoor RGB+D databases largely due to an inherent limitation

of active depth camera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method used to build outdoor RGB+D databases.

Instead of using active depth cameras such as Kinect or LIDAR, we acquire a pair of stereo image using

high-resolution stereo camera and then obtain a depth map by applying stereo matching algorithm. To

deal with estimation errors that inevitably exist in the depth map obtained from stereo matching methods,

we develop an approach that estimates confidence of depth maps based on unsupervised learning. Unlike

existing confidence estimation approaches, we explicitly consider a spatial correlation that may exist in

the confidence map. Specifically, we focus on refining confidence feature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confidence feature and resultant confidence map are smoothly-varying in spatial domain and are highly

correlated to each other.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s existing

confidence measure based approaches in various benchmark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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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기반 거리 측정 방식들 [4, 5, 6]은 정밀한 

3-D 거리정보를 제공하지만, LIDAR와 같은 매우 

고가의 장비가 요구된다. 반면, 스테레오 정합 기반 

방식들은 두 대 이상의 카메라에서 획득된 영상들에

서 대응점을 추정함으로서 3-D 거리정보를 복원한

다. 비용 집합 방식 [9]과 전역 최적화 방식 [10]을 

사용하여 수많은 스테레오 정합 방식들이 제안되어 

왔지만, 높은 계산량과 추정 오차로 인해 여전히 실

제 사용에 제약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 방식들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새로운 깊이 추정 기술들이 제안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구조 광을 이용한 능동형 조명과 

컬러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는 Kinect v1 [1], Time-

of-Flight 원리를 사용하여 물체에서 반사된 적외선 

영상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Kinect v2 [2]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레이저 기반 측정 방식들보다 훨씬 

저렴하며, 실시간으로 2-D 깊이 영상을 제공하기에 

카메라나 물체가 움직이는 동적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상용화된 깊이 카메라의 출현

은 컴퓨터 비전의 많은 분야 [11, 12, 32]에서 획기적

인 발전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범용 깊이카메라의 보급은 대

규모 RGB+D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

였다. RGB+D 영상은 동일한 장면에 대해 획득된 컬

러 영상과 깊이 영상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는 NYU에서 제공하는 Kinect 기반 RGB+D 데이터

베이스가 있다 [18]. Kinect 카메라를 이용하여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을 동시에 획득한 후, 두 영상 간의 

캘리브레이션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정합함으로써 

동일한 위치에서 획득된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이 

제공된다. NYU에서 제공하는 RGB+D 데이터베이

스는 범용 깊이카메라인 Kinect를 사용함으로써 다

양한 환경에서 대규모의 RGB+D 영상들을 제공하

고 있으며, 이는 많은 컴퓨터비전 분야에 널리 활용

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 광을 사용하는 Kinect 카메

라의 태생적인 한계와 최대 측정 범위가 7m정도로 

제한되는 문제로 인하여 NYU에서 제공하는 RGB+

D 데이터베이스는 실내 환경에 국한되어 있다.

최근 KITTI 벤치마크에서는 LIDAR 기반 실외 

RGB+D 영상들을 획득하여 제공하고 있다 [15]. 그

러나, 제공되는 영상들의 수가 매우 적으며, 깊이 영

상의 품질이 여전히 조악한 편이다. LIDAR를 이용

한 실외 깊이 영상 획득은 매우 고가의 장비를 요구

하기에 대규모 RGB+D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가 

어려우며, 부가적으로 획득되는 컬러 영상과의 정밀

한 정합을 통해 동일한 위치로 정렬하는 것 역시 매

우 어려운 주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

오 정합을 이용하여 대규모 실외 RGB+D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한다. 두 대

의 컬러 카메라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비용의 획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기존의 깊이추정 장비

인 Kinect v2나 LIDAR에 비해 높은 해상도의 깊이 

영상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Stereolabs사 [16]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획득된 두 장의 영상에서 스테레

오 정합을 통해 깊이 영상을 추정한다. 그러나, 스테

레오 정합은 가려진 영역, 반복 패턴, 또는 텍스처 

부재 영역에서 발생하는 대응점 추정 오차로 인해,

깊이 영상의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스테레오 정합 방식들

이 제안되어 왔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스테레오 정합 방식은 좌우 깊이 영

상 일관성, 비용함수의 극점 비율 등을 이용하여 추

정 에러가 존재하는 픽셀들을 분류한 후, 후처리과

정에서 신뢰도가 높은 주변의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에러 픽셀들의 깊이 정보를 보간한다.

최근에는 각 픽셀에 대한 분류기를 다양한 신뢰

도 특징벡터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방식들이 제안되

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된 간단한 신뢰도 추정 방식

들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22]. 이러한 

학습 기반 신뢰도 측정방식들에서는 유익한 신뢰도 

벡터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22]의 방식은 치환 중요도 척도를 학습함으로

써 가장 중요한 신뢰도 특징벡터를 추출하고, 임의 

회귀 포레스트 [28]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류기를 학

습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각 픽셀에 대해 독립

적으로 신뢰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신뢰도 영상에 존

재하는 공간적 상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즉,

각 픽셀에 대해 독립적으로 정의된 신뢰도 벡터에서

는 깊이추정 오류를 강인하게 검출하는데 한계가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정합을 통해 추정된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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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의 신뢰도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고, 이를 대규모 실외 RGB+D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적용한 결과를 소개한다. 추정

된 깊이 영상은 공간상 평활하며 깊이 영상으로부터 

계산된 신뢰도 영상 역시 공간적으로 평활하다는 가

정 하에, 수퍼픽셀 내에서 신뢰도 벡터에 필터링의 

원리를 적용한다.

Fig. 1은 추정된 신뢰도 영상의 예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신뢰도 영상은 스테레오 정합을 

통해 추정된 깊이 영상이 올바른 값인지 여부를 나

타낸다. Fig. 1(b)의 위쪽영상은 초기 깊이 영상을 

이용하여 계산된 실측 신뢰도 영상이고, 아래쪽 영

상은 실측 깊이 영상이다. 실측 신뢰도 영상은 0과 

1의 값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검정색 부분은 실측 깊

이 영상과 추정 깊이 영상 간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

는 것을 의미한다. Fig. 1(c)와 (d)는 기존 방식 [22]

과 제안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써 위쪽 영상은 신뢰

도 영상이고, 아래쪽 영상은 신뢰도 영상을 기반으

로 Fig. 1(a)의 초기 깊이 영상에 후처리한 결과를 

나타낸다. [22]의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으로 얻어진 

신뢰도 영상은 0과 1사이의 값으로 정규화 되어있

다. 즉, 신뢰도 영상 내에서 색이 어두울수록 신뢰도

가 낮은 깊이 정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Fig. 1(c)와 

(d)의 아래쪽 영상을 비교해보면 기존의 신뢰도 측

정 방식 [22]에 비해 제안 방식으로 추정된 신뢰도 

영상으로 후처리된 깊이 영상이 높은 성능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야외 환경

에서 스테레오 영상들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 고해

상도 스테레오 카메라와 촬영 방식에 대해 소개한

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신뢰도 추정 알고리즘을 설

명한다. 4장은 제안된 신뢰도 측정법의 결과로 나온 

신뢰도 영상을 이용하여 깊이 영상을 후처리하는 알

고리즘을 소개하고 5장은 실험결과를 보여준다.

2. RGB+D 획득 시스템

실외 환경에서 고해상도의 스테레오 영상들을 획

득하기 위해 Stereolabs사에서 제공되는 Zed카메라

를 사용한다 [16] (Fig. 2). Zed 카메라는 1920×1080

크기의 고해상도 스테레오 영상을 제공하며, 카메라 

베이스라인은 120mm이고, 스테레오 정합을 통해 

제공되는 깊이 영상을 통해 최대 15m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카메라의 자세한 스펙은 [16]에서 참조할 

수 있다.

Stereolabs사에서는 Zed 카메라의 제어를 위한 

SDK [17]를 제공하고 있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3GHz 듀얼코어 이상의 CPU가 요구된

다. 또한, Full HD급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4GB 이상의 RAM이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Zed

SDK는 매우 간단한 스테레오 정합 방식을 사용하

(a) (b) (c) (d)

Fig. 1. Confidence image considering spatial coherency. (a) Left original image and depth image using census-based 

SGM [29], (b) Ground truth confidence map and depth map, (c) Confidence map estimated using a per-pixel 

classifier [22] and refined depth map using the confidence map, (d) Confidence map estimated using our 

method and refined depth map using the confidence map. Red arrows point suppressed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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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시간으로 깊이 영상을 제공하는데, 실시간 깊

이 영상의 출력을 위해서는 Nvidia GPU with Com-

pute Capability 2.0 버전 이상이 요구된다.

Zed SDK는 획득되는 영상을 동영상의 경우 svo

라는 확장자를 가진 raw 파일로 저장하며, 스틸 영

상은 무손실 압축 포맷인 png파일로 저장한다. 그러

나, 야외 환경에서 영상을 촬영할 때, 스틸 영상은 

저장 이름을 매 프레임마다 일일이 입력해야하기에 

획득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svo 동영상 파

일은 무압축 데이터이기에 적은 시간에도 매우 커다

란 용량을 차지한다 (약 150Mb/초). 더욱이, 본 연구

를 통해 구축하려는 야외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배

경, 구도, 조명 등에서 획득되어야 하기에, 동영상으

로 저장된 연속된 사진들이 필요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penCV를 사용하여 Zed 카

메라를 제어하는 SW를 개발하여 영상 획득에 사용

하였다. 또한, Zed SDK에서 제공되는 스테레오 영

상 교정 함수가 매우 낮은 품질의 교정된 스테레오 

영상들을 제공하기에, 자체적으로 스테레오 카메라 

교정 [13, 14]을 통해 획득된 카메라 파라미터들을 

이용하여 영상을 교정하였다. Fig. 3은 교정된 스테

레오 영상과 추정된 깊이 영상을 보여준다. 스테레

오 정합을 수행하기 위해 Semi-Global Matching

(SGM) [29]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데이터셋 구축

을 위해 저장되는 파일 이름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장소(in out)_카메라 고유ID_날짜(연도 월 일)_촬

영시간(시간 분 초)_좌 우 깊이(l r d) 촬영된 영상은 

데이터베이스에 총 5장으로 원본 좌우영상, 교정된 

좌우영상 그리고 깊이 영상이 저장된다. 스테레오 

정합에 적합한 영상을 얻기 위해 촬영 외부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촬영 영상 내의 깊이 분포를 고려하

여 15m 미만에 대부분의 물체가 들어오도록 구도를 

설정하고, 장소의 다양함을 고려하여 촬영하였다.

또한, 하늘이나 거울과 같이 반투명한 물체의 영역

이 최소화 되도록 구도를 잡았으며, 움직임에 의한 

플레어 현상, 태양반사광이 찍힌 영상을 걸러내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지금까지 15만장의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웹사이트에 

공개하였다 [29].

3. 제안된 신뢰도 측정 방식

3.1 개관

스테레오 정합을 통해 획득된 깊이 영상에는 많

은 추정오차가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깊이 영상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소개한다. 전반적

인 알고리즘의 흐름은 Fig. 4에 설명되어 있다.

스테레오 영상의 쌍을  이라 하고, 영상 내에 

있는 픽셀을 라고 하면,     → , ⊂

라고 할 수 있다. 스테레오 정합을 이용하여 얻어질 

수 있는 변이를 ∈    max라 하고, 변이에 

대한 비용 함수를  라고 정의한다. 제안 방식의 

목표는 정확한 신뢰도 값  ⊂   을 추정

하는 것이다.

기존 방식 [30, 20, 22]에서는 공간적인 관계를 

배제한 채로 신뢰도 특징 벡터를 픽셀단위로 정의하

는 반면 제안하는 방식은 구조화된 학습 방식 [23,

Fig. 2. Zed stereo camera.

(a) (b) (c)

Fig. 3. Example of our dataset using Zed stereo camera. (a),(b) Rectified left and right images, (c) Depth image 

provided by Zed stereo matching tool [16]. The quality of the depth image is relatively low as the tool focuses 

on a real-time co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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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으로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의되는 구조화 

분류기를 제안한다. 공간적으로 평활하고 구조적인 

관계를 포함한 신뢰도 획득 방식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적인 상관관계를 배제한 기존 것과 

비교하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

학습 단계에서 신뢰도 특징 벡터를 정의할 때,

픽셀 수준과 수퍼픽셀 수준으로 두 가지 벡터를 생

성한 뒤 두 신뢰도 특징 벡터를 집성한다. 특징벡터

를 집성할 때, 영상 평활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계 보

존 필터링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집성된 신뢰도 

특징 벡터는 임의 회귀 포레스트 [28] 학습에 사용한

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학습된 임의 회귀 포레스트 

모델과 집성된 신뢰도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깊이 

영상의 신뢰도를 추정한 후, 깊이 영상 정제과정에 

적용한다.

3.2 신뢰도 특징 벡터

우선 학습단계에서 우리는 기존의 신뢰도 특징 

벡터 [22] 보다 뛰어난 성능을 지니는 신뢰도 특징 

벡터를 제안하고 이를 임의 회귀 포레스트 [28]를 학

습하는데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뢰도 

특징 벡터는 공간적으로 평활화되도록 집성하여 신

뢰도가 낮은 부분 즉, 깊이 영상에서 좌우 영상간 매

칭이 잘 되지 않은 부분에서 신뢰도 추정의 성능을 

높인다. 다시 말해서 [22]에서 사용된 신뢰도 특징 

벡터를 각 픽셀마다 계산한 후, 이를 공간 및 특징도

메인에서 집성하여 개선된 신뢰도 특징 벡터를 생성

한다.

3.2.1 초기 신뢰도 특징 벡터

변이를 계산하기 위한 비용함수  를 구하기 

위하여 census 함수 [21]를 사용한다. 비용함수 

 에서 초기 깊이 영상   arg 를 

구하고, [22]에서 차용한 신뢰도 특징 벡터 

        를 계산한다. 는 신뢰

도 벡터의 차원을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는   로 

정의되었다. 특징 벡터를 구성하는 각 특징은 좌우 

영상 거리, 좌우 영상 일관성, 중간 변이의 편차, 최

대 유사치, 고유 최고조 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3.2.2 공간 도메인에서 신뢰도 특징 벡터의 집성

3.2.1절에서 계산된 8×1 크기의 신뢰도 특징 벡터

를 좀 더 강인하게 만들기 위해 우선 수퍼픽셀 단위

로 특징 벡터 를 정의한다. 수퍼픽셀 레벨에서 

보았을 때, 같은 수퍼픽셀 내에 존재하는 픽셀들은 

비슷한 깊이 정보를 가질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는 

비슷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을 이용하여 수퍼픽셀 

내에서 정의되는 신뢰도 특징 벡터 가 계산된

다. 수퍼픽셀은 SLIC [24]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좌

측영상 의 수퍼픽셀을 

   ∪  ∀≠∩ ≠∅∈

라고 정의한다. 는 수퍼픽셀의 개수이며, 수퍼픽

셀 에 대한 신뢰도 특징 벡터 은 다음과 같이 

Fig. 4. Overview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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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

 



∈

 (1)

는 수퍼픽셀 에 포함되는 픽셀들의 개수

이다. 픽셀 ∈에 대해서 픽셀 단위의 신뢰도 특징 

벡터와 수퍼픽셀 단위의 신뢰도 특징 벡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3.2.3 특징 도메인에서의 신뢰도 특징 벡터 집성

합쳐진 신뢰도 벡터 에 존재하는 변동을 줄이

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터링을 적용한다. 이때, 두 픽

셀의 신뢰도 벡터가 비슷하다면 신뢰도 값이 유사하

다는 가정 하에, 신뢰도 특징 벡터와 신뢰도 값 사이

에 상관성을 이용한다. 신뢰도 벡터를 안내 영상으

로 설정하고, Adaptive manifold 필터 [25]를 이용한 

적응적 필터링 기법을 신뢰도 영상과 신뢰도 값에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 
(3)

 는 신뢰도 특징 벡터 간의 유사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p∥  ∥ 

exp∥  ∥ 
 (4)

는 × 필터의 윈도우 크기이고, 는 가우

시안 함수의 표준 편차이다. 여기서 필터의 가중치 

 를 정의할 때, 공간적인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신뢰 특징 만을 사용한다. 이는 이전 단계에서 

신뢰 특징을 공간적으로 집성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로 필터링된 신뢰도 특징 벡터  

와 신뢰도 영상 을 이용하여  을 만족하는 임

의 회귀 포레스트 [28]를 학습한다.

   →  (5)

Fig. 5는 기존 방식과 제안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

기 위한 것으로 이들 방법으로 얻어진 신뢰도 영상

(a) (b) (c) (d)

Fig. 5. Visual comparison in Middlebury dataset [19]. (a) initial depth image using census-based SGM [29], (b) 

refined depth image using confidence measured by [22], (c) refined depth image using confidence measured 

by the proposed method, (d) ground truth depth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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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깊이영상 후처리 작업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Fig. 5(a)는 초기 깊이 영상이고, Fig. 5(b)

는 기존 [22]의 방법으로 구한 신뢰도 영상을 깊이 

영상 후처리 작업에 적용하여 정제한 깊이 영상이

고, Fig. 5(c)는 제안한 방식으로 얻어진 신뢰도 영상

을 이용하여 깊이영상 후처리 작업에 적용한 결과이

다. 기존의 와 를 이용하여 임의 회귀 포레

스트를 학습하는 것 [22]보다 제안한  와  을 

이용하여 임의 회귀 포레스트를 학습하는 것이 더욱 

뛰어난 신뢰도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제안한 방식으로 후처리 작업을 한 깊이 

영상에서 깊이 데이터가 결여된 부분이 더 잘 보간

된 것을 볼 수 있다.

4. 신뢰도 영상 기반 깊이영상 후처리

지금까지 우리는 초기 깊이 영상으로부터 신뢰도 

특징 벡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제 제

안된 신뢰도 측정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깊이 영상 후처리에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20]에서 사용된 방식과 유사하게 깊이 영상의 후처

리를 진행한다.

Ground Control Point(GCP)는 깊이 영상을 보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들로써, 깊이 영상에서 신뢰도

가 높은 점들로 구성된다. 보간할 때에 깊이 영상의 

신뢰도 영상이 정확할수록, 후처리된 깊이 영상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초기 GCP를 설정

해 줄 때, 문턱치 를 사용자가 정해주어 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점들을 GCP라고 설정해 준다. [13]

에서 언급된 것처럼 GCP의 밀도와 정확도 사이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즉, 문턱치 의 값이 너무 낮

으면 GCP의 밀도는 높아지지만 True Negative

(TN) 정확도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최적화 

과정에서 GCP 에러에 의한 전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비록 True Positive (TP)가 떨어지더라도 TN

을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Fig. 6은 기존

의 방법 [22]과 제안한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Mid-

dlebury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True negative rate

(TNR)를 구한 그래프이다. TNR은     

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FP는 False positive를 

뜻한다. 기존 방식의 TNR 평균은 0.949376이고, 제

안 방식의 TNR 평균은 0.977191로 제안 방식의 정

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GCP를 이용하여 최종 깊이 영상 을 구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은 에너지함수를 사용한다 [20].

        (6)

는 MRF 전파 알고리즘의 입력 깊이 영상이고 

는 결과 깊이 영상이다. 픽셀 와 에 대한 가중치 

행렬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exp∥∥

 exp∥∥


(7)

은 GCP 픽셀이면 1을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이

진 영상이고, 는 사용자의 입력으로 정의되는 편차

이다. 가중치 함수    
   는 사용자 입력 

상수 와 두 픽셀 와 간의 화소값 거리    

  를 이용하여 정의된다. 여기서 

Fig. 6. The true negative (TN) rate in Middlebury dataset [19]. The TN rate is measured on the Middlebury 2006 

dataset that contains 21 stereo image pairs and corresponding ground truth depth map. We can find that 

our method shows a higher TN rate than exi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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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과 1사이로 정규화하는 함수이다. 라플라

시안 행렬 은 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픽셀 ≠에 

대해서    와   ∑∈
 로 정의

할 수 있다. 식 (6)은 이차 함수로서, 이를 최소화하

는 해인 은 선형 시스템   에서 쉽게 

구해진다. 신뢰도 높은 깊이 값들과 입력 영상의 공

간적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최적화 방식을 통해 깊이 

영상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5. 실험결과

이 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기존의 신뢰도 측정방

식 [22]과 제안방식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트

레이닝 단계에서는 KITTI 데이터셋 [15]을 사용했

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Middlebury 데이터셋[19],

KITTI 데이터셋 [15]과 직접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

였다. 임의 회귀 포레스트 [28]의 학습에 사용한 영

상은 50장이다. 임의 회귀 포레스트 [28]의 학습 단

위는 영상단위가 아니라 영상내에 있는 픽셀단위이

다. 즉, 영상 50장으로 학습하는 것은 결코 적은 학

습량이 아니다. 학습 결정 트리를 구성하기 위해 매

트랩에서 지원하는 TreeBagger package [27]를 사

용했다. 특징벡터를 집성할 때 사용되는 Adaptive

manifold 필터 [25]의 파라미터인 는 전역 최적

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크기의 윈도

우가 필요하다 간주되어 본 실험에서는 51x51 윈도

우를 사용했으며, 는 값을 고려해 실험적으로 

구한 0.5로 설정했다. GCP 설정단계에서 를 0.7로 

설정 해주었는데 이는 전역적으로 최적화된 깊이 영

상으로부터 교차 타당성을 이용하여 문턱치 값을 정

해주었다 [20]. GCP 기반 최적화 과정에서 는 깊

이 영상 값을 고려해 10으로 설정했다. 또한 를 

10으로 설정해주었다.

5.1 신뢰도 기반 스테레오 정합 후처리

초기의 깊이 영상은 census기반 SGM [29]을 사

용하여 추출해 냈고, GCP기반 최적화를 통하여 깊

이 영상을 정제하였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제안 

방식과 기존 방식 [22]의 정확도를 평균제곱오차

(MSE)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Fig. 7은 Middle-

bury 데이터셋 [13]에서 제공되는 21장의 영상을 사

용하여 제안 방식과 기존 방식 [22]을 통해 얻은 깊

이 영상에 대한 평균제곱오차(MSE)를 보여준다. 평

균제곱오차 방식은 깊이 영상과 실측 영상을 픽셀당 

오차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를 

보면 제안 방식을 적용한 것이 기존 방식 [22]보다 

낮은 오차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과 Fig. 9는 각각 KITTI [15] 데이터셋과 

우리가 구축한 데이터셋에서 깊이 영상 후처리 작업

을 적용한 결과이다. 기존 신뢰도 측정방식 [22]과 

제안한 방식을 이용하여 획득된 신뢰도 영상을 이용

하여 깊이 영상이 정제되었다. 후처리된 깊이 영상

을 비교하면, 제안 방식이 월등하게 좋은 깊이 영상

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측 영상이 존재

하지 않는 실외영상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평가만 수

행할 수 있는데, Fig. 8(c), 9(c)에 존재하는 얼룩(정

합이 되지 않은 부분)이 Fig. 8(d), 9(d)에서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텍스처의 부재로 하늘이

나 지면 부분에서 이런 얼룩들이 관찰되는데, [22]의 

Fig. 7. The MSE of the resultant depth map for Middlebury data [13]. The MSE is measured on the Middlebury 2006 

dataset that contains 21 stereo image pairs and corresponding ground truth depth map. It is shown that 

the depth map of our method has a lower MSE value than exi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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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는 얼룩들을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공간

적 관계를 고려한 제안 방식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추정함으로써 깊이 추정 에러 때문에 발생한 이러한 

얼룩들을 후처리를 통해 보정할 수 있다.

5.2 RGB+D 데이터셋 사이트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실외 RGB+D 데이터

셋을 구축하기 위하여 스테레오 영상 500장을 샘플

로 [26]에 공개하였다. [26]에 업로드된 데이터셋은 

Fig. 8. Visual comparison in KITTI dataset [18]. (a) left input images, (b) initial depth images using census-based 

SGM [29], (c) refined depth image using confidence measured by [22], (d) refined depth images using con-

fidence measured by the proposed measure.

(a) (b) (c) (d)

Fig. 9. Visual comparison in our dataset. (a) left input images, (b) initial depth images using census-based SGM 

[29], (c) refined depth images using confidence measured by [22], (d) refined depth images using confidence 

measured by the proposed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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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d 스테레오 카메라로 촬영한 좌, 우 영상과 cen-

sus 기반 SGM [29]로 추출해낸 깊이 영상을 정제한 영

상, 그리고 학습을 통해 얻어진 신뢰도 영상 500쌍이다.

6. 결  론

지금까지 학습을 통한 신뢰도 측정방식을 소개했

다. 신뢰도 특징 벡터를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

여 집성시키고, 임의 회귀 포레스트 [28]를 통해 학

습시켰다. 추정된 신뢰도 영상을 이용하여 깊이 영

상의 정제과정을 수행하였을 때, 깊이 영상의 성능

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거리 측정 장비의 한

계로 인해 실외 RGB+D 데이터셋의 구축이 어려운 

시점에서 고성능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존

에 없던 방대한 양의 고성능 RGB+D 데이터셋을 구

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셋은 앞

으로 많은 컴퓨터비전 응용 분야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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