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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난 몇 년간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ADAS(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와 더불어 무인 자

동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ADAS 연구

의 기본이 되는 Ego-Vehicle과 물체간의 거리 측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거리 측정에 적합한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개선된 Disparity

Map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을 소개 한다. 본 논문에서 Segm-

entation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Mean-shift 알고리즘을 사

용하지 않고 픽셀의 Intensity와 Spatial Distance를 고려하여

Region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일정 윈도우내의 픽

셀 혹은 전체 픽셀들을 이용하여 Optimization을 수행하는 일반적

인 방법과는 달리 앞서 생성된 Region을 기반으로 WTA(Winner

Take All)와 Cooperative Optimization을 수행하여 거리 측정에

적합한 Disparity Map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체 촬영한 이미지와 KITTI 이

미지를 활용하여 제안한 거리 측정 알고리즘이 성공적으로 동작한

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스테레오 매칭, 스테레오 카메라, 차량용 비전, 거리측정

학 번 : 2011-2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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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몇 년간, 벤츠와 BMW 같은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구글과 같

은 기업도 무인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무인 자동차에 대해

초기에는 무인 자동차의 현실성에 의문을 품었지만 이제는 이를 비웃듯

구글카로 대표되는 무인 자동차가 주행 실험 도로를 벗어나 실제 도로에

서 무인 주행을 하고 있다. 무인 자동차에 대한 연구는 간단히 말해 자

동차에게 사람의 감각 기관과 뇌를 부여하여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인 자동차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장착 되어있다. 이러한 센서들은 무인 자동차가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카메라는 무인

주행을 위한 핵심 센서로 거듭나고 있다. 카메라는 무인 주행에서 사람

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센서이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많은 기능을 차

에 부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차선 인식[1], 자동차 탐지[2], 보행자

탐지[3], 장애물 인식[4], 도로 표지판 인식[5], 사각 지대의 영상 제공

(All Around View)[6] 그리고 거리 측정 기능이 있다. 이중에서도 Ego-

Vehicle과 물체간의 거리 측정 기능은 무인 주행에서 핵심이 되는 기능

이다. 왜냐하면 무인 자율 주행에서 자동차 스스로가 주행 경로 생성하

는 것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핵심인데 이때 거리 측정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행 경로는 거리 측정 기능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물체

들을 Mapping하고 목적지와 물체간의 거리를 유의하여 생성한다.

거리 측정 기능은 센서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분류로는 레이저 기반의 LIDAR[7] 센서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

법이다. 위 방법은 센서에서 발사된 레이저를 물체에 반사되어 다시 돌

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물체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거리 측정에는 용이하나 값이 비싸고 물체를 구별하는 인지 기능

이 없어 사용에 있어 제한이 있다.

두 번째 분류로는 카메라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이다. 앞선 방법과

는 다르게 카메라는 가격이 저렴하고 장착이 용이하여 실제 자동차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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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가 용이하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하여 카메라를 이용한 거리측

정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메라를 이용한 거리 측정은 카메라

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분류로는 단안 카메라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이다. 단안

카메라는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이미지 좌표계로부터 Local 좌표

계로 Mapping하는 거리 측정 방법[8]과 카메라를 회전시키며 이미지의

특징점을 찾고(Feature detection), 실제 좌표계와 이미지 좌표계의 관계

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9]등이 있다. 그러나 한대의 카메라로

는 Depth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정확도에서 다른 센서를 이용한 방법보

다 떨어진다.

두 번째 분류로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이다. 스

테레오 카메라는 단안 카메라와는 달리 Depth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Depth 정보는 한 특징점(Feature)을 매칭 하였을 때의 좌우

카메라의 좌표 차이와 베이스 라인 초점 거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스

테레오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은 물체를 분류할 수 없는 레이저 센서

의 단점과 부정확한 거리 정확도를 가지는 단안 카메라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단안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장착이 용이하고 레이저 기반의 센

서들에 비해 가격도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에도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거리 탐지에 적합한 Dis-

parity Map을 생성하는 스테레오 매칭 방법을 제안하고 Disparity Map

을 이용하여 Ego-Vehicle과 물체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 및

검증을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스테레오 매칭 방법을 소

개하고 새로운 매칭 방법을 제안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스테레오 매칭

방법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제

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하며, 6장에서는 결론을 기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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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neralStereo Matching Algorithm

2.1 The Framework of Conventional Stereo

Matching Algorithm

일반적으로 Stereo Matching Algorithm은 아래 그림 2.1과 같이

Matching Cost Computation, Cost(Support) Aggregation, Disparity

Computation(Optimization) 그리고 Refinement 네 단계로 구성된다.

FIGURE 2.1 The Framework of Conventional

Stereo Matching Algorithm

Local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4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1, 2 그리고 3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Window-based 알고리즘으로도 부른다.

Local 알고리즘은 Disparity를 얻고자 할 때 Support Region내 각 Pi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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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Disparity를 이용하여 구한다. Support Region은 3*3 혹은 5*5 같이

고정된 Window가 될 수도 있고 알고리즘의 특성에 맞게 지정할 수도

있다. Local 알고리즘은 Support Region내 몇몇 픽셀을 이용하여

Disparity 값을 얻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계산량이 적은 장점

이 있으나 정확성이 떨어지고 Occlusion 현상과 Depth Discontinuity 현

상을 해결하지 개선하지 단점이 있다.

Global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2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1, 3 그리고 4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Global 알고리즘의 경우 Disparity를 얻고자 할

때 Support Region내의 Pixels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픽셀을 이

용하여 원하는 픽셀의 Disparity를 얻는다. Global 알고리즘의 경우

Optimization단계에서 식 2.1.1과 같이 Energy Function을 정의하고

Energy를 Minimization하는 Disparity 값을 찾는다.

       (2.1.1)

그러나 Global 알고리즘은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정확한 Disparity 값

을 얻을 수 있지만 이미지에 존재하는 모든 픽셀을 이용하여 최적화 단

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Global 알

고리즘의 단점을 줄이면서 동시에 Accuracy를 확보하기 위해 Local 알

고리즘과 Global 알고리즘의 중간 성격을 가지는 Semi-Global 알고리즘

(SGM)이 제안되었다. Semi-Global 알고리즘은 모든 픽셀을 이용하여

Optimization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Local Optimization을 조합하여

Global 알고리즘의 Accuracy에 근접하는 성능을 가지는 알고리즘이다.

Semi-Global 알고리즘은 Local 알고리즘에 비해 높은 Accuracy를 가지

고 Global 알고리즘에 비해 적은 계산량을 가져 빠른 알고리즘이다.

아래 표 2.1.1은 기존의 Stereo Matching 알고리즘을 각 단계별로 분

석하여 나타낸 표이다. 각 알고리즘은 Middlebury 홈페이지에서[10] 우

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이다. (Middlebury 홈페이지는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을 성능 평가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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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dure
CoopRegion

[11]

Adapting

BP[12]

ADSensus

[13]

Double

BP[14]

Pre-pr

ocess

Segmen-

tation
O O X O

1
Cost

Definition
Intensity

SAD +

GRAD

AD +

Census

Weight

(Color &

Spatial)

2
Support

Region
Segment

3*3

Window

Cross-based

(Color &

Spatial)

Adaptive

Support

3

Energy

Function

+

+



 +



X
 +



Optimizer
Cooperative

Optimization

Loopy

BeliefProp

agation

Scan Line

Optimization

Hierarchic

al BP

4
Refine-

ment

Disparity

Plane Fitting

by using

Voting

Disparity

Plane

Fitting

by using

Voting

OutlierDetection

Depth

Discontinuity

Adjustment

Sub-PixelEnhan

cement

Disparity

Plane

Fitting

by using

RANSAC

Table 2.1.1 기존 Stereo matching algorithm의 각 단계별 세부 사항

기존 알고리즘의 특장점은 아래와 같다. 우선 A Region Based

Stereo Matching Algorithm Using Cooperative Optimization[11]에서는

사물간의 Occlusion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Energy Function에

Occlusion Term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인접 Segment 혹은 Region의 정

보를 이용하여 Cooperative Optimization을 하였다.

Segment-Based Stereo Matching Using Belief Propagation and a

Self-Adapting[12]에서는 Cost를 정의할 때 Intensity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의하여 결과가 조도 환경에 덜 민감하다. 그리고 Belief Propagation을

변형시켜 Optimization을 한 특징이 있다. 최적화 단계에서는 Lo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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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f Propagation을 이용하여 최적화하였다.

On Building an Accurate Stereo Matching System on

Graphics Hardware[13]에서는 Cost를 정의할 때 확률을 도입하고 정규

화하여 Cost가 0에서 1의 범위를 가지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Support Region을 정의할 때 Adaptive-Support Window Algorithm을

적용하여 전처리 과정을 생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upport Region의 크

기가 Intensity 차이와 Spatial Distance 차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하

는 특징이 있다. 최적화 단계에서는 Scan Line Optimization을 사용하여

최적화하였으며 Outlier Detection, Depth Discontinuity Adjustment,

Sub-Pixle Enhancement같은 다양한 Refinement 과정을 수행하여 알고

리즘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Double BP(Stereo Matching with Color-Weighted Correlation,

Hierarchical Belief propagation and Occlusion Handling[14]에서는 Cost

를 정의할 때 Pixel의 Intensity 정보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정의를 하였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Pixels을 3가지(Stable Pixel,

Unstable Pixel 그리고 Occlusion Pixel)로 구별하여 Pixel의 종류에 따

라 다른 Penalty를 부과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Hierarchical Belief

Propagation을 이용한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새로운 스테레오 매

칭 알고리즘의 틀을 제안한데 의의가 있다.

상기 언급한 알고리즘은 Disparity Map의 Accuracy는 높으나 처리속

도가 느려 실제 환경(Vehicle 환경)에서 요구하는 처리 속도(Real-Time)

를 충족하지 않는다.(Table2.1.2 참고)

Algorithm Avg bad
pixel(%)

Processin
g time Platform

ADSensus 3.97 9.25s PC(CoreDuo 2.20GHz)

CoopRegion 4.41 20s PC(PM1.6GHz) / C++

AdaptingBP 4.23 14 – 25s PC(2.21 GHz Athlon 64)

DoubleBP 4.19 10s PC

RDP 4.57 2.5-8.7s PC(core2Duo 3GHz)

Table 2.1.2 Stereo matching 알고리즘의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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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확한 거리 정보일지라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못하면 무의미한 정보가 된다. 그러므로 거리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도 실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처리 속도(Real-Time)를 개선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하겠다.

3. Proposed Stereo Matching Algorithm

3.1 Overview of the Proposed Algorithm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Flowchart는 그림 3.1와 같다.

FIGURE 3.1 The Flowchart of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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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좌우 카메라에서 Rectified된 이미지를 입력을 받는다. 이 이미

지들은 Local Window-based Matching과 Region Generation(Image

Segmentation) 과정의 Input image로 들어간다. Local Window-based

Matching에서는 미리 지정된 마스크의 크기(1*1, 3*3, 5*5)에 따라

Reference Image의 Pixel이 Matching Image에 Matching이 되며 그리하

여 초기 Disparity Map을 얻을 수 있게 된다. Region Generation(Image

Segmentation) 과정에서는 Intensity와 Length를 고려한 Adaptive

Support Window 방식[13]을 통해 입력 이미지에서 Region을 생성하게

된다. Local window-based matching과 Region Generation(Image Se-

gmentation) 과정은 병렬적으로 수행한다. Aggregation 단계에서는 앞에

서 얻은 Segmentation을 이용하여 Region내의 Pixels의 Disparity를 합

치고 Winner Take All(WTA) 방식을 사용하여 Region에 Disparity를

부여한다. Optimization 단계에서는 Region간의 거리와 Disparity 차이를

이용하여 인접 Region을 정의한다. 정의된 인접 Region들을 이용하여

Cooperative Optimization을 수행한다. 이후 챕터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

즘의 각 단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할 것이다

3.2 Application of Local Window-based Matching

3.2.1 Matching Measures

Window-based Matching을 하기 위해서는 픽셀마다 Cost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Cost는 Matching Measure에 따라서 달라진다.

Matching Measure는 아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Intensity-based Matching Measure

2. Binary Matching Measure

3. Gradient-based Matching Measure

4. Non-parametric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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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Intensity-based Matching Measure는 직접적으로 픽셀간의

Intensity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아래 표 3.2.1은 Intensity-based

Matching Measure를 나타낸 것이다.

    

  
∈

                  

     

  
∈

      

                  

   

  
∈

                  

   

  
∈

      

                 

     

   
∈

       
∈

          


∈

                  

      


∈

         
∈

                  


∈

                            

   


∈

         
∈

                  


∈

         ·                   

Table 3.2.1 Intensity-based Matching Measure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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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ty-based Matching Measure들 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Measure는 SAD와 SSD이다. SAD와 SSD는 다른 Measure들에 비해

Outlier, Noisy 그리고 조도 환경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수행 속도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Binary Matching Measure는 Edge와 같은 Binary Feature에 사용하

며 Match 혹은 No Match로 결과가 나온다. Binary Matching Measure

는 일반적으로 모든 픽셀들이 Disparity값을 가지는 Dense Stereo

Method보다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픽셀 혹은 Feature를 가지는 픽셀

들에 대해서만 Disparity 값을 구하는 Sparse Stereo 방법에 사용한다.

Gradient-based Matching Measure는 식 3.2.1.1과 같이 정의한다.

  
∈

∇  ∇     
∈

∇  ∇   

(3.2.1.1)

Gradient-based Matching Measure는 아래와 같이 Intensity-based

Matching Measure와 조합[12]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3.2.1.1)

마지막으로 Non-parametric Measure는 다른 Measure에 비해 카메

라의 Bias나 Gain에 영향을 덜 받는다. Non-parametric Measure의 종류

로는 Rank와 Census가 있다.

Example 3.2.1 Rank and C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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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는 Mask내의 픽셀들의 Intensity가 중앙 픽셀의 Intensity보다

작은 경우의 수를 나타내며 그러므로 Example 3.2.1에서는 중앙 픽셀의

Intensity 값 78보다 같거나 큰 픽셀은 13이므로 Rank가 13이 된다.

Census는 Mask내의 픽셀들의 Intensity가 중앙 픽셀의 Intensity보다

작은 경우 1로 부여하고 mask내의 픽셀들의 intensity가 중앙 픽셀의

intensity보다 같거나 큰 경우 0으로 부여하여 Bit String으로 나타낸 것

이다. 그러므로 Example 3.2.1에서 Census는 아래와 같다.

1 1 0 0 0 1 1 0 0 0 1 1 0 0 0 0 0 1 1 1 1 1 1 1

Census도 역시 Intensity기반의 Measure와 조합하여 새로운 Measure

로 정의[13]될 수 있다. 이렇게 Non-parametric Measure와 Intensity 기

반의 Measure를 조합하는 이유는 Non-parametric Measure의 경우 반

복적인 패턴이 있는 영역에서 취약하고 Intensity 기반의 Measure의 경

우 도로와 같이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두

measure를 조합하여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Matching Measure들이 존재한다. 어떤 Measure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Disparity Map이 다르게 생성된다. FIGURE

3.2.1.1은 Teddy 이미지를 다양한 Measure에 적용하여 Semi-global

Method(SGM)를 이용하여 Disparity Map을 생성한 결과이다.

FIGURE 3.2.1.1 Computed Disparity Images of the Teddy Pair[16]



- 12 -

FIGURE 3.2.1.2 Mean errors over Test Image Pairs[16]

FIGURE 3.2.1.2은 Tsukuba, Venus, Teddy, and Cones training 이미

지에 다양한 Measure를 적용하였을 때의 Mean Error를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Matching Measure에 따라 Disparity Map의 정확도가 달라진

다. 그러므로 알고리즘의 목적에 맞게 Matching Measure를 선택하거나

Measure를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2.2 Initial Disparity Map Generation

FIGURE 3.2.2.1 Area-based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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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Disparity Map은 초기 Disparity 값들로 나타낸 Map이다. 그

러므로 Initial Disparity Map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Disparity 값을

찾아야 한다. 초기 Disparity 값은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를 통하

여 얻을 수 있는데 그림 3.2.2.1과 같이 왼쪽 이미지의 Patch를 수평축을

따라 오른쪽 이미지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Patch 혹은 높은 스코어를

가지는 픽셀을 찾는다.(Epipolar Constraint : 탐색 영역을 1-D로 줄여

줌) 이때 초기 Disparity 값은 왼쪽 이미지의 수평 좌표와 앞에서 찾은

픽셀의 수평 좌표 차이이다. 이 과정을 모든 픽셀에 반복하여 그림

3.2.2.2와 같이 Initial Disparity Map을 생성한다.

FIGURE 3.2.2.2 Mask 크기가 1, 3 그리고 5일 때 초기 Disparity map



- 14 -

3.3 Cross-Based Region Generation(Segmentation)

일반적으로 Image를 Segmentation할 때 Mean-Shift 알고리즘[17]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Real-Time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가벼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Segmentation을 하였는데 그게 바로 Cross-Based

Local Region Construction[18]이다. Cross-Based Region은 두 규칙에

따라 생성된다.

1.   max   

2.        

여기서 p는 Region의 Anchor 픽셀이며 q는 p의 인접 픽셀이다. 그리

고 와 는 Color 혹은 Spatial Distance의 Threshold를 나타낸다. 1번

규칙은 두 픽셀간의 Color 차이가 크지 않으면 같은 Region에 속할 수

있다는 규칙이다. 2번 규칙은 두 픽셀이 같은 Region에 속하기 위해서는

Spatial Distance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이다. 이 두 규칙을 바탕으

로 Region들이 생성되며 각 Region은 아래 그림과 같이 Left Arm,

Right Arm, Up Arm 그리고 Bottom Arm을 가지게 된다.

FIGURE 3.3 Cross Construction 출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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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ggregation

Aggregation 단계는 단순하게 Support Region내의 Cost를 합하거나

평균내는 단계이다. Aggregation 단계는 2-Dimension Aggregation과

3-Dimension Aggregation으로 나누어진다. 2-Dimension Aggregation은

정사각 윈도우나 가우시안 Convolution 방식이 있고 3-Dimension

Aggregation은 Limited disparity gradient[19]과 Prazdny’s coherence

principle[20]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얻은 Region을 바탕으로 Region내의 Cost

(Disparity)를 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Region내의 Cost를 합할 때 아

래 그림 3.4와 같이 수평방향으로 Cost를 합한 다음 수직방향으로 Cost

를 합치는 방식을 택하였다.

FIGURE 3.4 Cost Aggregation [13]

3.5 Optimization

Optimization은 Local Method와 Global Method 그리고 이전 두 방법

의 중간 성격을 가지는 Semi-Global Method로 나눌 수 있다.

Local Method는 일정 Support Window내의 픽셀들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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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하는 방법으로 WTA(Winner Take All)을 많이 사용한다.

Local Method는 수행 속도가 빠르지만 정확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Gobal Method는 한 픽셀의 Disparity 값을 구할 때 에너지 함수를

정의하고 전체 픽셀들의 Cost를 고려한다. Belief Propagation[20]과

Graph-Cut[21]이 대표적인 Global Method이다. Global Method는 정확하

지만 수행 속도가 매우 느린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도는 유지하면서 Global Method의 단점인 수행

속도를 향상시키는 Optimization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다. 먼저 Cross-Based 단계에서 생성된 Region에 WTA 방식으로

Disparity 값을 부여한다. 그리고 Region간의 거리와 Region간의

Disparity 차이를 고려하여 인접 Region을 정의하고 Region과 인접

Region을 Cooperative Optimization을 해주는 방식을 제안한다.

3.5.1 Winner Take All(WTA)

Region을 대표하는 Disparity값을 얻기 위해서 WTA 방식을 이용한

다.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에서 WTA 방식은 일정 지역 내

의 픽셀들의 Cost를 최소화하는 Disparity값을 찾아 그 값을 픽셀들의

disparity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Initial Disparity Map Generation

단계에서 구한 초기 Disparity 맵을 이용하여 WTA Optimization을 할

것이다. 우선 Region내의 픽셀들의 초기 Disparity 값들을 히스토그램에

누적시킨다. 그다음 누적된 히스토그램을 근거로 Voting을 수행한다. 그

결과 Disparity 값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값이 Region을 대표하는

Disparity가 된다. max는 Disparity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의미하

고 는 anchor 픽셀이 p인 Region의 내부 픽셀들을 누적시킨 히스토그

램을 의미한다.

  arg  ∈max  (3.5.1)



- 17 -

Region내의 픽셀에 WTA Optimization 결과를 할당하는 방식은

Region내의 픽셀들은 유사한 Disparity값을 가진다는 일반적인 사실에

근거하였다. 이때 Voting 방식이아니라 가우시안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Disparity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Disparity Map에서는 에러(혹

은 outlier) 값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 평균값을 이용하면 Ground

Truth와 많은 오차가 발생하여 Voting 방식이 좀 더 적합하다. 아래 그

림은 마스크의 크기를 다르게 적용한 초기 Disparity Map을 이용하여

WTA Optimization을 한 결과이다.

FIGURE 3.5.1 The Disparity Map after WTA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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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Principle of Cooperative Optimization

Cooperative Optimization 알고리즘[11][23]은 팀플레이에 영감을 받은

알고리즘이다. 왜냐하면 아래 식과 같이 복잡한 타깃을 단순한 서브타깃

으로 나누어 문제를 푸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   (3.5.2.1)

서브타깃을 최적화 할 때 서브타깃만의 정보만으로 최적화하는 것은

Discontinuity Region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아래 식과 같

이 주변 타깃을 이용하여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때 자신과 주변 타깃에

대해 에너지 함수를 정의하고 그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Optimization을

수행하게 된다.

   
 ≠ 

     (3.5.2.2)

이때 j는 타깃 i의 인접 타깃이 되며 는 타깃 i의 에너지 함수이다.

그리고 와 는 가중치이다. 최적화 할 때 가 클수록 인접 타깃에 대

한 영향력이 커지고 반대로 가 작을수록 인접 타깃에 대한 영향력이

작아진다. 는 각각의 인접 타깃에 대한 가중치이다. 물론 와 의 합

은 1이다.

이렇게 최적화 문제를 여러 local optimization으로 풀 수 있다. 이러

한 최적화 과정은 알고리즘이 수렴하거나 지정된 반복 횟수 이상이 되었

을 때 끝이 난다. 아래 수식이 반복되어 수행된다.


 min  

 


 ≠ 

     (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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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알고리즘은 다른 최적화 알고리즘에 비해 초기 조건에

덜 민감하며 local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Global Optimization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결과를 얻는다. 아래 그림 3.5.2는 Cooperative

Optimization의 Pseudo Code이다.

Initialize the soft assignment function 
 , for each i;

for k :=1 to max_iteration do

for each i do

modify the i-th sub-objective function 


      




   

minimize the modified sub-objective function


  min╲




find the best value for 


  arg


 

if 
is a global optimal solution return 

;

return ;

FIGURE 3.5.2 The Pseudo Code of Basic Cooperative Optimization

3.5.3 Proposed Cooperative Optimization

본 논문에서는 Real-Time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Iteration은 줄이고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픽셀들을 이용하여 Optimization을 하

는 것이 아니라 3.3절에서 생성된 Region을 기반으로 Optimization과정

을 진행하였다. 최적화 과정에서 픽셀 단위가 아니라 앞서 생성된

Region 단위로 최적화를 진행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Intensity를

가지는 픽셀은 동일 Region에 존재하는 확률이 높아 유사한 Disparity

값을 가지기 때문에 픽셀 단위로 최적화를 하지 않아도 정확한

Disparity 값을 얻기 때문이다. 그리고 픽셀 단위로 최적화를 진행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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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다 계산량이 대폭 줄어드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Cooperative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브

타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아래 그림의 경우 기존의 Cooperative

Optimization에서는 Spatial Distance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의 인접

Region은     그리고이 된다. 그리하여 을 최적화하여

을 구할 때     그리고의 정보를 이용한다.

FIGURE 3.5.3.1 Adjacent Regions of Region

위와 같은 기존의 Cooperative Optimization과는 달리 인접 Region을

구별하기 위해서 Spatial Distance 뿐만 아니라 아래의 수식과 같이 Re-

gion의 Disparity 값을 고려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두 수식을 만족시

키는 Region은 인접 Region으로 판명된다. 그리하여 위 그림의 경우에는

의 인접 Region은       이 아니라 , , , , 

이 된다. 그러므로 을 최적화하여 을 구할 때 , , , , 의

정보를 이용한다.

  ≤    ∈ 

  ∉ 

(3.5.3.1)

    ≤    ∈ 

  ∉ 

(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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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는 과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며 는 앞서 3.5.1의

WTA 최적화를 통해 얻은 의 Disparity Value이다. 그리고 은 거리

Threshold이며 은 Disparity Threshold이다.

위와 같이 Region의 인접 Region들을 정의한 다음 3.5.1절에서 얻은

Region의 Disparity 값을 사용하여 아래 수식과 같이 최적화를 수행한

다. 참고로 처리속도 개선을 위해 Optimization 반복 횟수는 1회로 제한

하였다. 아래는 제안한 방법을 통해 얻은 Disparity Map이다. 각각의

Mask 크기는 1, 3 그리고 5이다.

   
 ≠ 

     (3.5.3.3)

FIGURE 3.5.3.2 Disparity Map by using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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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tance Estimation Algorithm

주행 시 자차와 물체간의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우리는 물체

혹은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거리 정보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물체를 맵핑하여 자동차 스스로 주행경로를 생성할 수 있

다. 이처럼 무인자율주행에서 거리 정보는 필수 요소이다.

4.1 Stereo Camera based Distance Estimation

카메라는 다른 레이저 기반의 센서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장착이 용이

하여 실제 자동차에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카메라를 기반의 거리

측정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메라를 기반으로 물체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Depth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안 카메라로는 실제

모습을 이미지로 저장할 때 3D에서 2D로 차원이 감소하여 많은 정보 손

실이 일어나 Depth 정보를 얻기 힘들다. 그러나 스테레오 카메라의 경우

2대의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어 앞서 말한 카메라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아래 식과 같이 Disparity(d) 값을 이용하여 Depth(Z)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이때 f는 focal length이고 는 baseline이다.

FIGURE 4.1.1 Simple Stereo System 출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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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이때 X, Y 그리고 Z는 한 점의 World 좌표계이다. 수식 4.1.1은 스테

레오 카메라의 시스템을 이해하면 유도할 수 있다. 유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래 두 식과 같이 Focal Length, Baseline 그리고 World 좌표

계를 이용하여 이미지 좌표계를 정의할 수 있다.

Left Camera :   


   


(4.1.2)

Right Camera :   

  
   


(4.1.3)

본 논문에서는 입력 이미지가 아래 그림과 같이 Rectification 되었다

는 가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Disparity는 수식 4.1.4와 같이 왼쪽 이미지

의 수평 좌표와 오른쪽 이미지의 수평 좌표의 차이로 유도된다.

FIGURE 4.1.2 Disparity Co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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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그리하여 수식 4.1.1과 같이 Depth(Z)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수식에서

보듯이 Disparity 값이 증가하면 Depth 값은 감소하고 반대로 Disparity

값이 감소하면 Depth 값은 증가한다. 이처럼 Disparity 값과 Depth는 서

로 반비례한다.

5. Experiment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첫 번째 데이터는 Karlsruche Institute of

Technology와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인 TOYOTA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가 진행 중인 KITTI[25]에서 있는 스테레오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하였

다. 두 번째 데이터는 본 연구실의 무인 자동차 Baby In Car에 범블비

스테레오 카메라(그림 5.2)를 아래 그림 5.1과 같이 장착하여 직접 획득

한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하였다.

FIGURE 5.1 Bumble Bee Stereo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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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I에서 제공하는 스테레오 이미지는 유럽의 시골 도로를 배경으

로 한 이미지와 도심 도로를 배경으로 한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해

상도는 1242 * 375 픽셀이다. 본 연구실에서 소지하고 있는 범블비 스테

레오 카메라 데이터는 대한민국 경부고속도로, 서울 인천 고속도로, 서울

대학교 학군단 운동장 그리고 송도 국제 업무지구 인근에서 취득한 스테

레오 이미지이다. 범블비 스테레오 카메라로 얻은 이미지의 해상도는

512 * 384 픽셀이다. 픽셀 사이즈는 7.4 *  이다. KITTI에서 제공하

는 데이터와 범블비 스테레오 카메라로 취득한 데이터는 해상도뿐만 아

니라 이미지 배경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거리 측정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위해 5m에서 25m까지 차량을 이

동하여 LIDAR, 기존의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거리 측정 알고리즘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테레오 카메라 기반의 거리 측정 알고리즘

을 통해 얻은 거리 측정 데이터를 Ground Truth와 비교 분석하였다. 실

험은 주간에 진행하였다.

FIGURE 5.2 Baby In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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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Results of Proposed Stereo Matching Algorithm

아래 그림 5.1.1은 챕터 3.3 Cross-based Region Generation(Image

Segmentation)의 결과이다. Region이 생성될 때 마다 Intensity 값을 변

경하여 육안으로 Region이 구별되도록 나타내었다. 이때 와 는 각각

10과 100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이미지는 수천 개의 Region으로 나누

어지며 각 Region은 Cooperative Optimization에서 이용 된다.

FIGURE 5.1.1 A Result of Region Generation

아래 그림은 여러 KITTI 스테레오 이미지에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

한 결과이다. 그림의 각 행은 입력 이미지, Region Generation의 결과 이

미지 Initial Disparity Map, 네 번째 행은 WTA의 결과 이미지이며 마

지막 행은 제안한 Cooperative Optimization의 결과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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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2 Results of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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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Results of Distance Estimation

아래 표 5.2는 실제 거리와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추정 거리

를 나타낸 표이다. 실험은 그림 5.2.1과 같이 스테레오 카메라와 라이다

를 이용하여 차량간의 거리를 변경하면서 실험하였다.

Table 5.2 Results of Distance Estimation

FIGURE 5.2.1 Experiment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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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2 Result of Distance Estimation

Algorithm Processin
g time Platform

Proposed 0.97s PC(i5 CPU, 3.10GHz)

ADSensus 9.25s PC(CoreDuo 2.20GHz)

CoopRegion 20s PC(PM1.6GHz) / C++

AdaptingBP 14 – 25s PC(2.21 GHz Athlon 64)

DoubleBP 10s PC

RDP 2.5-8.7s PC(core2Duo 3GHz)

Figure 5.23 Computation Time of Proposed Method compared with

other Existed Stereo Method

제안한 알고리즘은 그림 5.2.2에서 볼 수 있듯이 VISIONST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Disparity Map을 이용하여 거리 측정 결과를 비교

하였을 때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기존 스테레오 카메라 뿐만 아니라

거리 측정 용도로 많이 쓰이는 레이저 기반의 LIDAR 센서와 비교해 보

아도 좋은 성능을 냈다. 그러나 스테레오 카메라의 해상도 제약으로 인

하여 30m 이상의 거리에서는 정밀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 30 -

6.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무인 자동차의 전면에 설치된 스테레오 카메라(Ster-

eo Camera)를 이용하여 Ego-Vehicle과 물체간의 개선된 거리 측정 방

법을 제안하였다. 스테레오 카메라는 단안 카메라와 달리 좌우 카메라를

이용하여 Depth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거리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센서이

며 장착 또한 레이저 기반의 센서들에 비해 용이하여 거리 측정 센서로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Mean-Shift 알고리즘으로 대표되는 Segmentation과정

을 픽셀의 Intensity뿐만 아니라 Spatial Distance를 고려하여 Region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의 한 단계

인 Optimization 단계에서는 정해진 윈도우내의 픽셀들을 이용하여 최적

화하는 Local 방법과 전체 픽셀을 이용하여 최적화하는 Global 방법과는

달리 앞서 생성된 Region에 WTA방식을 통해 먼저 Region에 Disparity

값을 부여하고 그 값을 바탕으로 Cooperative Optimization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Spatial Distance를 고려하여 인접 Region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Cooperative Optimization과는 다르게 WTA에서 얻

어진 Region의 Disparity 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Region마다 Disparity

값의 차이를 고려하여 인접 Region을 결정하고 최적의 Disparity 값을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동일 물체에 존재하는 Region간의

Disparity 값은 서로 유사해지고 서로 다른 물체에 존재하는 Region간의

Disparity 값의 차이는 커져 거리 측정뿐만 아니라 물체 인식에도 용이

한 Disparity Map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최적화 과정에서 픽셀 단위가

아니라 앞서 생성된 Region 단위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일

반적으로 유사한 Intensity를 가지는 픽셀은 동일 Region에 존재하는 확

률이 높아 유사한 Disparity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픽셀 단위

로 최적화를 진행하였을 때보다 계산량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통하여 차량용 거리 측정에 적합한

Disparity Map을 제공하였고 그 Disparity Map을 이용하여 물체와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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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구하였으며 그 정확도 또한 기존의 단안 카메라를 이용한 거리 측

정 방법뿐만 아니라 기존의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보

다 우수한 성능을 가짐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이 실제 환경

에 적용하기 위해서 계산 속도 측면에서 성능을 향상 시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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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ast few years, there are a lot of researches about the

autonomous driving and ADAS(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 to improve convenience and safety of driver.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to study these researches are distance

between ego-vehicle and objects, because vehicles can generate

a path with distance information. Such distance information can

be obtained by disparity, and it can get from stereo matching

algorithm. However, the previous stereo matching algorithms

are too slow to use at vehicle conditions, thus they are inapp-

ropriate for distance esti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s a stereo matching algorithm, which

is appropriate for distance estimation. And we propose a

method that considers intensity and spatial distance of pixels at

segmentation step. Unlike general optimization using all pixels

of image at optimization step, the proposed method does

WTA(winner take all) and cooperative optimization with region

unit. On the basis of proposed method, we propose disparity

map appropriate for distance estimation, and then we evaluate

the proposed distance estimation algorithm by using KITTI

images and acquired images obtained by our stereo camera.

Keyword : stereo matching, stereo camera, vehicular vision,

distance estimation

Student number : 2011-2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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