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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컴퓨팅 성능과 네트워크 대역폭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계에서도 원격진료
와 같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원격진료(Telemedicine)는 환자
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여 행해지는 기존의 의료서비스와는 달리,유무선망을 통해
원격자문(Tele-Consultation),원격진단(Tele-Diagnosis)의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원
거리에 있는 환자나 병원으로 이송중인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기존의 원격진료 시스템은 원거리에 있는 환자의 상태 및 처치 상태를 2차
원 영상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사실감 있게,입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원격진료 시스템에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양질의 의
료서비스를 위해서 현실감 있는 입체영상 정보의 제작 및 동영상 압축 및 전송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테레오 비젼을 이용한 3차원 의료 영상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는 기술 및 복합적인 의료 영상 처리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였다.스테레오 비
젼을 이용한 원격 의료 교육 시스템은 인간의 실제 인식과 같은 환경을 제공함으로
써 공간적인 격리에 의한 격차를 해소할 뿐 아니라 가상 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또한 스테레오 비젼 기반의 3차원 원격 의료 시스템은 의사가 시간과 장
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지간에서 의료 영상 및 환자 영상을 실시간 전송,평가할
수 있음으로써,결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또한 향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사실감 있고 정확한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파악 및 건강 상태 검진을 위한 스테레오 원격의료 시스템은 재택의료 시스템 개발
의 기반 시스템으로 작용한다.그 밖에 스테레오 비젼 3차원 원격 의료 시스템은
위급환자 관리,치매환자를 포함한 노인 관리,소아 관리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임상의들에게 3차원 스테레오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사실감 있는 의료 영상의 관찰이 가능하고,3차원 입체적응을 위한 훈련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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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며,원격지에서 사실감 잇는 영상을 관찰함으로써 환자의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영상에 대한 깊이정보를 제공함으로써,2차원 영상이 갖는
추상적인 깊이 정보를 수치화되고 보다 설득력 있는 깊이 정보로 대체가능하며,향
후 의료용 로봇 비젼이나 원격 수술과 미세한 수술에 대한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여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원격 의료 시스템에 필요한 스테레오 데이터를 획득,

스테레오 영상의 구현 및 디스플레이,가상현실 기반의 3차원 스테레오 의료 영상
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를 설계하였다.개발된 스테레오 영상 복합기는 2차원 영상
의 3차원 다중화 및 스테레오 디스플레이 장치에 따른 3차원 스테레오 정합,3차원
스테레오 복합 영상의 저장을 가능하게 하였다.또한 네트워크 전송을 고려하여 동
기화된 2차원 좌/우 영상을 단일 프레임 내에 실시간 복합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
도록 설계하고,필드별로 동기화된 좌/우 영상을 각각 저장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또한 영역 기반의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을 사용하여,변위도(DisparityMap)에
관해 연구하여,2차원 의료 영상을 사실감 있게 표현 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 연구
도 포함하였다.마지막으로 스테레오 영상의 네트워크 전송 문제에 있어서 네트워
크의 제한된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위한 방법으로써,압축 코덱인 MPEG4
과 JPEG2000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전송에 최적을 판단되는 압축 방법 및 압축비를
PSNR값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

핵심 되는 말 : 원격 진료, 스테레오 비젼 ,  3차원 원격 의료 시스템 , Disparity Map, 

MPEG4, JPEG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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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시각정보는 인간의 정보 중 가장 많은 정보를 처리하며,시공간적인 제약을 극
복하여 최상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사실감 있는 정보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1][2][3].최근 컴퓨팅 성능과 네트워크 대역폭의 비약적인 발
전은 의료계에서도 원격진료와 같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원격
진료(Telemedicine)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여 행해지는 기존의 의료서비스와
는 달리,유무선망을 통해 원격자문(Tele-Consultation),원격진단(Tele-Diagnosis)
의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원거리에 있는 환자나 병원으로 이송중인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2][3][4][5][6].이러한 원격진료 시스템은 여러 유무선 네트
워크의 환경에 따라 환자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비디오,오디오 ,이미지,생체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효과적인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동영상 압축 메커니즘에 따라 가공하
여야 한다[5].하지만 기존의 원격의료 시스템은 원거리에 있는 환자의 상태 및 처
치 상태를 2차원 영상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사실감 있게,입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7][8].예를 들면 투영된 2차원 정보로는 수술도구
가 인체의 주요기관과 접하고 있는지 위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8].따라서 원격의료 시스템에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현실감 있는 입체영상 정보의 제작 및 동영상 압축 및 전송에 대한 연구 필
요성은 절실하다[7][8].그러므로 스테레오 비젼을 이용한 3차원 의료 영상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 및 복합적인 의료 영상 처리 및 원격기술은 원격 의료
시스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스테레오 비젼 시스템은 로보틱스 분야
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해외에서 실시간 수술실용 MRI,초미세 내시경 로봇,
로봇 유도 초정밀 뇌수술 장치 등의 첨단 의료 장비에 응용되어 환자에게 보다 나
은 의료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9][10].하지만 국내 원격 로
봇 수술을 포함한 3차원 영상 기반 원격의료 시스템의 시장은 아직까지 그 개념과
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아직 많은 시장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10].스테레
오 비젼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는 3차원 기반의 원격 의료 교육 시스템을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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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원격 의료 교육 시스템은 인간의 실제 인식과 같은 환경을 제공함
으로써 공간적인 격리에 의한 격차를 해소할 뿐 아니라 가상 교육의 가능성을 타진
할 수 있다.또한 스테레오 비젼 기반의 3차원 원격 의료 시스템은 의사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지간에서 의료 영상 및 환자 영상을 실시간 전송,평가
할 수 있음으로써,결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
이 있다.또한 향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사실감 있고 정확한 독거노인의 응급
상황 파악 및 건강 상태 검진을 위한 스테레오 원격의료 시스템은 재택의료 시스템
개발의 기반 시스템으로 작용한다.그 밖에 스테레오 비젼 3차원 원격 의료 시스템
은 위급환자 관리,치매환자를 포함한 노인 관리,소아 관리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
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테레오 원격 의료 시스
템에 필요한 스테레오 데이터를 획득,스테레오 영상의 구현 및 디스플레이,가상현
실 기반의 3차원 스테레오 의료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를 설계한다.본 논문
에서 개발된 스테레오 영상 복합기는 2차원 영상의 3차원 다중화 및 스테레오 디스
플레이 장치에 따른 3차원 스테레오 정합,3차원 스테레오 복합 영상의 저장을 가
능하게 하였다.또한 네트워크 전송을 고려하여 동기화된 2차원 좌/우 영상을 단일
프레임 내에 실시간 복합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필드별로 동기화된
좌/우 영상을 각각 저장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또한 영역 기반의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을 사용하여,변위도(DisparityMap)에 관해 연구하여,2차원 의료 영상을
사실감 있게 표현 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마지막으로 스테레오 영상
의 전송 문제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제한된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위한 방법
으로써,압축 코덱인 MPEG4과 JPEG2000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전송에 최적을 판
단되는 압축 방법 및 압축비를 PSNR 값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11][12].정리하면
본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상관함수(SSD,SAD,MAD,NC,NCC,ZNCC)를 이용한 영역 기반 스테레오 매
칭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안면 영상에 대한 변이도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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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의 고화질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좌/우 영상을 동기화시켜줄 수 있는 알고
리즘 개발 및 동기화된 영상을 단일 프레임(640x240)에 좌/우 순차적인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3.동기화된 좌/우 카메라들로부터 획득한 좌/우 영상을 단일 프레임(320x240)에
좌/우 혼합(Mixing)된 영상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4.좌/우가 혼합된 영상으로부터 좌/우 영상을 분리시키고 좌/우 영상을 독립하여
각각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5.좌/우 영상의 필드합성 기능을 갖고,데이터 획득용으로는 프레임 합성기능이 모
두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6.네트워크 전송에 적합한 스테레오 영상의 압축기법을 MPEG4와 JPEG2000을 사
용하여 비교 평가하였고,전송에 적합한 압축률 및 압축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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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비비비젼젼젼(((SSSttteeerrreeeoooVVViiisssiiiooonnn)))

222...111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비비비젼젼젼 정정정의의의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3차원 실세계를 두 개의 이차원 평면에 투영시킨 모습이
며,이러한 변환을 투시 변환(perspectivetransformation),또는 영상 변환(imaging
transformation)이라고 한다.이것은 다-대-일(many-to-one)변환이라서 일반적으
로 하나의 이미지만 가지고는 원래의 삼차원 세계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이 두 개의 눈으로 3차원을 인식하듯이,공간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동일한 장면으로부터 이미지 쌍(pair)을 만들어낸다면,두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삼차원 세계의 부분들은 다시 복원할 수 있다[13].이러한
과정을 스테레오 비젼(stereovision)이라고 하며,그림 2.1은 컴퓨터 비전에서 스테
레오 비젼 영역에 대한 설명이다[13].카메라 모델링을 통해 영상을 획득하고,영상
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스테레오 정합을 하며,후처리(postprocessing)과정과 변이
획득을 통해 최종적으로 3차원 깊이 정보를 복구할 수 있다[14].
입체 영상을 보다 효율적이면서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 시각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하다.인간이 입체감을 인식하는 시각요인은 크게 단안에 의한 결과
와 양안에 의한 결과로 나누어진다[13].단안에 의한 결과에는 수정체의 초점운동,
운동시차,시야의 크기,공기투시,선 원근법,그림자,중첩,진출-후퇴 등이 있다
[14].양안에 의한 결과로는 동공의 내향에 의한 주시와 양안시차에 의한 결과가 있
다[14].일반적으로,입체감을 인식하는 시각요인 중에는 양안에 의한 요인이 입체
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양안에 의한 입체감을 인식하는 것은
일정간격(65mm)을 유지하면서 떨어져 있는 두 눈의 구조로 인하여 같은 사물을 보
더라도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15][16].인간이 사물을 볼 때,그 사
물을 향해 양쪽의 동공은 안쪽으로 회전하여 그 사물에 만나며,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동공의 기하학적인 위치 차이로 인하여 사물의 다른 면이 각각 입사되
며,한쪽 눈만을 이용하여 차례대로 사물을 바라보면 양안의 차이가 있는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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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컴퓨터 비젼에서의 스테레오 비젼

볼 수 있다[15][16].이러한 양안의 작용을 주시 혹은 수렴(convergence)라고 하며
물체의 양안 사이에 생기는 각을 수렴각,주시각(convergenceangle)이라고 한다
[15].이 주시각에 의한 입체감은 근거리에서 크게 나타나지만 사물이 양안으로부터
20m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 주시간이 작아져서 주시에 의한 입체감을 떨어진다[15].
양안에 들어오는 영상은 바라보는 주시점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는 차이가 나는
데 이러한 차이를 양안시차(binocularparallax)라 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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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는 양안이 주시하는 물체 A와 주시하지 않고 있는 물체 B의 양안 시차
를 나타낸 것이다.좌안과 우안은 물체 A를 바라보고 있고,이 때의 주시각은 α이
고,양안이 주시하는 물체 A로부터 떨어진 물체 B에 대한 주시각은 β가 된다.여기
서 좌안이 물체 A를 주시할 때 물체 B가 보이는 각도의 차이를 γ라 정의한다.α,
β,γ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그림에서 물체 A를 주시하고 있을　때 물체 A
로부터 떨어진 위치의 물체 B의 양안시차는 좌우 동공의 간격에서 생기는 차이를
γ-γ로 표현할 수 있다.또한 삼각형 EOA와 EOB의 내합은 같으므로 β-α로
표현할 수 있다.이러한 양안시차는 대뇌의 검출세포에 의해 양안의 상이 하나로
융합되며 시차의 크기에 따라 주시하는 점의 앞 또는 뒤로 명확한 입체감을 느끼게
된다[15].

그림 2.2두 물체의 양안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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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비비비젼젼젼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스테레오 비젼 시스템은 스테레오 카메라의 공간적 모형설정,스테레오 영상정
합(StereoImageMatching),깊이 정보 보간(DepthInterpolation)등의 과정으로 구
현된다[16].스테레오 카메라의 구성에는 순차식과 동시식이 있으며,동시식은 평행
식과 교차식으로 나누어진다.스테레오 정합과정은 좌우 두 영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임의의 두 점이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치점임을 밝히는 일치성의 문제
(CorrespondenceProblems)를 해결하는 과정이며,깊이 정보 보간 과정에서는 영상
정합에서 추출한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두 대의 카메라 사이에 영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16].입체 영상의 디스플레이의 종류에는 안경식과 무안경식으로 나뉘며 무
안경식에는 렌티큘라스크린(lenticularscreen)방식과 LCD셔터를 이용한 방식들이
있다[16].
그림 2.3은 스테레오 비젼 시스템의 영상의 좌표변환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3

차원 공간으로부터 획득된 3차원 좌표 값은 2대의 카메라로부터 2차원 좌표 값으로
대응된다.카메라 상에 맺힌 2차원 좌표는 2차원 단면영상에서 2개의 서로 다른 2
차원 좌표 값으로 변형되며,물리적인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해,모니터의 좌표로 변
환된다.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은 디스플레이된 영상의 2차원 좌표 값을 3차원 좌표
값으로 변형한다.

그림 2.3스테레오 비디오 시스템 좌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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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영영영상상상획획획득득득

스테레오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첫 단계는 실세계의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두개
의 카메라를 나란히 설치함으로서 이뤄진다.스테레오 영상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
는 렌즈간의 거리는 스테레오 깊이감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일반적으로 카메라
의 분리 거리는 성인의 두 눈의 평균적인 거리인 65mm를 사용한다.실제 동공 사
이의 거리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관찰자가 경험하게 되는 스테레오 강도나 3차원적
인 느낌의 정도가 다른 것이다.즉,렌즈들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화면내의
물체의 스크린 시차는 더욱 더 줄어들게 되고 스테레오 깊이감 효과는 더욱 줄어들
게 된다.관찰자는 카메라 렌즈사이의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스크린 시차는 사람들
의 특수한 동공 사이의 거리에 맞출 수 있는데,허용 가능한 스크린의 시차의 양은
시거리(theviewingdistance)함수로 나타낸다.

그림 2.4스크린 시차 P와 β사이의 상대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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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에서 주어진 화면 시차의 양 p와 거리 d가 있다면 시야각 β는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관찰자가 화면에 멀어질수록,허용 가능한

스크린 시차의 크기도 커지며,스크린 시차는 시야각으로 환산하여 나타낼 수 있다.

222...444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카카카메메메라라라의의의 구구구성성성법법법

스테레오 카메라는 오른쪽과 왼쪽 영상을 얻기 위하여 나란히 위치한 두 대의
카메라로 구성된다.두 카메라는 같은 초점 거리 f를 갖고 있으며,두 카메라 화각,
노출정보,줌(zoom)정보 등을 일치시켜 복원된 영상의 화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게 조절한다[17].비디오카메라 쌍을 구성하는 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
이 있다.두 가지 방식 중 가장 간단한 방식은 평행한 렌즈의 광축과 평행한 카메
라의 광축을 가진 두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으로서,두 카메라가 평행하게 배치되
어 광축이 평행한 구조의 카메라 모델이다[17].그림 2.5에서 보이듯 평행식 카메라
모델은 두 카메라의 광축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한 장면(scene)에 대해 보다 많
은 양의 일치하는 화소를 얻기 힘든 단점이 있다.그리고 카메라 렌즈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좌·우 영상의 기하학적 변형은 거의 없지만,대응점의 위치가 상대적으
로 크게 멀어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17].하지만,평행식 카메라 설정 방법은 설
치가 보다 더 간단하고 카메라들 사이의 공통 시역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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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평행 카메라 구성도

두 번째 구성법은 그림 2.6에 나타난 수렴형 방식이다.이 방식은 두 카메라의
축과 렌즈축이 교차하도록 서로를 향해서 회전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두 카메라
가 한 지점을 바라보게 배치하여 광축이 수렴하는 구조로서,광축이 같은 점을 바
라보는 형태이므로 좌·우 영상에서 평행카메라 모델보다 많은 양의 일치하는 화소
들을 얻을 수 있으나,얻어진 두 영상간의 기하학적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처리하
기가 매우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즉,수평과 수직 시차 방정식은 간단하지 않고 측
면 위치 x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분석이 상당히 어렵다[17][18].또한 일치
문제의 해석이 수직 시차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19].따라서 수렴 카메라 설정을 허용하면서 평행 설정의 유리한 특징을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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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수렴 설정을 이용하여 얻은 영상에서 수직 시차를 제거하기 위한 교정 작
업이 필요하다[19].

그림 2.6수렴 카메라 구성도

그림 2.7은 인간의 두 눈과 스테레오 카메라를 비교한 것이다[20].그림에서 a와
p는 두 눈 사이의 거리와 카메라의 광축 사이의 거리이며,이 값은 인간의 실제적
인 두 눈 사이에 거리인 65mm가 적용된다.a와 b는 각각 카메라의 시야각과 눈의

시야각을 나타내며 

===


=== 


로 두 눈과 스테레오 카메라사이의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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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수 있다[20].

(((aaa))) (b)
그림 2.7평행형 스테레오 카메라 구성과 눈의 비교[20]
(a)카메라의 촬영 (b)두 눈이 사물을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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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55입입입체체체시시시(((SSSttteeerrreeeooossscccooopppiiiccc)))의의의 기기기하하하학학학적적적 고고고찰찰찰

스테레오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 눈이 실제 광경에서 어떻게 깊이감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기하학적인 이해가 필
요하며,그림 2.8은 인간 시각계의 양안시각에 대한 기하학적 구조를 나타낸다[21].
서로 다른 점에 대한 눈의 반응을 표현한 그림 2.8을 살펴보면,왼쪽과 오른쪽의
두 눈이 공간상애서 각각 δ

과 δ
을 형성하면서 한 점 P을 응시하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이것은 각 누에 있는 망막의 중심에 영상을 집중시킨다.또한 점 P에서
P과 공간상에서 다른 깊이감을 가지고 두 눈에 각각 다른 영상을 만들어 낸다.그
리고 각각은 망막 상에서 서로 다른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따라서 δ

과 δ
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되며,이들 각들의 합을 망막 시차(retinaldisparity)라고 한다
[21].눈의 안쪽을 향하도록 측정된 망막의 각은 양수 값을 갖으며,두 개의 이미지
가 함께 합쳐질 때 두 뇌에 물체에 대한 깊이와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하는 것은 이 망막 시차이다[21].

그림 2.8P에 대한 시각계의 망막 시차,δ +δ 에 대한 기하학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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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P을 주시할　때,시각계의 주시각에 대한 기하학적 설명

그림 2.9는 임의의 한 점 P을 주시할 때,시각계의 주시각에 대한 기하학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시점 P1에 두 눈의 초점을 맞추면 주시각 α를 형성하
게 된다.그리고 P에 대한 주시각은 β가 된다[21].그림 2.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α+δ+c+δ+d=180이고 β+c+d=180이므로 두 점에 의한 주시각 차     

 



로 나타낼 수 있다[21].
이는 실제 광경에서 두 점에 의해 생긴 주시각 사이의 차는 망막 시차의 크기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인식되는 깊이감은 주시점보다 점 
 가까이 있는지 또는

멀리 있는지에 달려있다.가까이 있는 경우,즉 β>α 이면,망막의 시차는 음수가
된다.점 P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눈들은 교차해야 하기 때문에,이것을 교차

시차(crosseddisparity)라고 한다[21].이에 반해,망막 시차가 양수인 것을 비교시
차(uncrosseddisparity)라고 한다[21].우리의 두뇌가 인식하는 깊이감은 망막 시차
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정된 점 P과 P의 사이에 깊이감이 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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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주시각 사이의 차도 커지게 된다.결국 망막 시차의 크기도 커지게 된다.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의 구성은 같은 실제 장면을 관찰하는 2개의 카메라로 구

성되어 만들어지는 영상에 몇 가지 제약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즉,주어진 한
쌍의 2차원 좌표로부터 3차원 좌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왼쪽 영상과 블록이 오
른쪽 영상 블록 중 어느 것과 대응하는지에 관한 일치 문제(correspondence
problem)를 먼저 해결해야한다[22].대응 가능성이 있는 블록의 수는 매우 많기 때
문에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징을 이용해야 하는데,일반
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사항은 에피폴라 기하학(epipolargeometry)으
로 많이 해석되고 있다[23].
에피폴라 평면(epipolarplane)은 공간상에서 점 P와 초점거리 f를 가진 두 렌즈

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에 의해서 정의가 되며,특정한 에피폴라 평면의 모든 점들
은 영상 평면의 에피폴라 선상의 해당하는 점에 대응한다[23].이러한 기하학적인
제한 요소로 인해서,한 영상의 에피폴라선 위의 어느 점이든 다른 영상의 일치하
는 에피폴라선 위의 한 점에 대응되게 되며,이점이 모든 스테레오 화상 매칭 방법
의 기본이 된다.매우 복잡한 일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 가지 일반적
인 가정은 평행한 카메라들이 스테레오 영상을 얻기 위해 사용되고,카메라들은 그
들 사이의 수직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렬되어 있다.따라서 평행한 카메라 설정
은 평행한 에피폴라 선으로부터 이득을 얻게 되며,이것은 스테레오 화상은 그 안
에 어떠한 수직 시차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상들 사이에서
시차를 찾는 작업은 1차원적인 문제가 된다.즉,수평 시차값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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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66변변변이이이(((DDDiiissspppaaarrriiitttyyy)))

변이는 상이(dissimilarity)또는 변위(displacement)라고도 하며 영상 면에서 물
체 표면까지의 거리인 깊이를 알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4].일반적으로 스테
레오 정합의 결과는 영상에서 얻어진 정합점의 상대적 거리 차이를 변이도
(disparitymap)로 나타낸다[24].
두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좌/우 영상의 한 점의 좌표   에 대한 밝기값을


    와    라고 하고,각 영상의 대응점의 밝기가 서로 같다고 가정한다.
각 영상에서 대응되는 점의 거리 차이를 변이 d라 하면 좌/우 영상에 대해
          을 만족해야 된다.만약 대응점의 밝기값이 서로 같지 않을
경우에는 각 영상은 식(3.1)과 같은 회색도 전체 변환(gray-level global
transformation)의 매개변수 α,β를 계산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 정규화
(normalized)시킬 수 있다[24][25].

           for ∀   (3.1)

식은 우측 누적 히스토그램(cumulativehistogram)에 대한 좌측 누적 히스토그
램에 적당한 직선을 그어 정규화하는 방법이며,정규화는 시점이 너무 멀면 실패하
게 된다[24].한 영상에서의 기준 영상     이라고 할 때,변이도는 


  

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좌측 영상을 기준으로 얻어진 변이도는 

  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좌측 영상을 기준으로 얻어진 변이도는    이고 우측 영상을 기

준으로 얻어진 변이도는 

  이 된다[24][25].



- 17 -

그림 2.10좌/우 일관성 원리 (우측 영상 기준)

일반적으로 변이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식(3.2)을 만족해야 하는 좌,우 일관성
원리를 적용하기도 한다[25].

              (3.2)

예를 들어 그림 2.10과 같이 우측 영상의 a,b,c점이 각각 좌측 영상의 à,b̀,
c̀ 과 짝을 이룰 때 각 점들이 d만큼 이동했다고 가정하면 


    임을 알

수 있고 

      가 만족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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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평행 카메라 모델에서 깊이와 변이의 관계

그림 2.11에서 좌,우 영상평면에서 물체의 위치 P가 각각 
과 


점에서 관찰

된다.좌표계의 원점이 좌측 렌즈 중심에 있다고 가정하면 닮은꼴 삼각형 
과

을 비교하여 






라는 식을 얻을 수 있다[25].비슷하게 닮은꼴 삼각형



과 





로부터  








식을 얻을 수 있으며,위 식을 조합하면 최종

적으로  


  

식을 얻는다[25].이때 
과 


은 각각 좌,우 카메라 렌즈로

부터 상이 맺히는 거리이고 f는 카메라의 초점거리,b는 카메라 렌즈 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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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다.x,y,z와 b는 같은 단위에서 측정되어야 하고,  와 f는 화소

단위가 된다.위 식을 통해 변이       


이고 거리 z는 변이 d와 반비

례관계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z는 렌즈간의 거리 b에 비례하므로 b가 커지면
더 정밀한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b가 너무 커지면 영상 내 물체의 변이가
커지고 영상의 왜곡이 심해져서 폐색에 의한 대응점의 유실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당한 렌즈거리를 선택해야 된다[26].

222...777폐폐폐색색색(((OOOccccccllluuusssiiiooonnn)))

스테레오 정합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대응점 추출과 폐색영역
(occlusionregion)에 대한 처리이다[26].특히 폐색영역의 점들은 대응점이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변이 정보 획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26][27].그림 2.12는 폐색영
역이 발생하는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여기서 a,c,e는 정합점이 양쪽 영상에서
존재하는 경우이지만 영역 b는 좌측 영상에서는 보이지만 우측 영상에서는 보이
지 않는 부분으로 좌측 영상에서의 폐색영역이다.스테레오 영상 모델의 특성에 의
해 좌측 영성에서 폐색영역 b의 변이는 폐색영역이 아닌 최초의 좌측 지점의 변
이와 같을 확률이 높으므로 이 값을 영역 b의 변이 값으로 취할 수 있다.우측 영
상에서 폐색영역 d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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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좌,우 영상에서의 폐색영역 발생 과정

기준 영상에 대한 폐색 지점의 정보를 갖는 폐색도(occlusionmap)에서 각 지점
에서 가질 수 있는 값을     이라고 하면 폐색도는    일 때,



    로 표현 할 수 있다[26].만약 우측 영상이 기준일 때,한 점의 좌표

  에 대해 정합했다면 

    이 되고 폐색이 발생하였다면



    이 되며,c는 기준 영상을 의미하고 r은 우측 영상,l은 좌측 영상 기

준임을 나타낸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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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정정정합합합(((SSSttteeerrreeeoooMMMaaatttccchhhiiinnnggg)))

333...111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정정정합합합의의의 제제제약약약조조조건건건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영상에서 대응점을 찾는 과정에는 모호성(ambiguity)이
존재한다[23].예를 들어,한쪽 영상에서 선택된 한 화소에 대한 대응점의 후보가
될 만한 화소가 다른 한 쪽 영상에서 하나 이상 존재 할 수 있다[24].물체에 대한
파라미터나 그 파라미터의 범위를 미리 알아내거나 제한함으로써 모호성을 감소시
킬 수 있다[23].스테레오 정합에서는 정합의 단순화를 통해 기하학적 한계를 극복
하고 수렴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이 필요하다[22][23].

극상선(epipolarlines)제약
유일성(uniqueness)제약
기하학적 유사성(geometricsimilarity)제약
변이 제한(disparitylimit)제약
변이 기울기 제한(disparitygradientlimit)제약
단순 순서화(monotonicordering)제약

정합 조건의 단순화를 위해 극상선,유일성,기하학적 유사성 그리고 단순 순서
화 제약 조건이 필요하며 변이 제한 및 변이 기울기 제한 제약 조건은 평활화를 위
한 것이다.이밖에도 광도 측정 일치성(photometric compatibility),특징 일치성
(featurecompatibility),상호 대응(mutualcorrespondence)등의 제약 조건이 있다
[22].

333...111...111극극극상상상선선선(((EEEpppiiipppooolllaaarrrLLLiiinnneeesss)))제제제약약약

스테레오 정합은 기본적으로 삼각 측량법(triangulation)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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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삼각 측량법은 다음의 두 가지 가정 하에서 성립한다.첫째,영상내의 모
든 화소는 투시도법(perspectiveprojection)에 의해 투영된 점이다[22].둘째,좌측
영상의 한 점은 우측 영상에서 대응하는 한 점을 가진다[22].이 가정아래 물체의
한 점은 두 개의 투영광선의 교차점에 놓이게 되며,이 때의 교차점의 결정 규칙이
삼각 측량법이 된다[22].이 삼각 측량법에서 유도된 제약 조건으로서 극상선 제약
이 있다.스테레오 영상에서 물체의 한 점은 광학축에 평행하게 단지 수평의 변이
차만을 가지게 되므로 스테레오 정합에 전 영상을 탐색하지 않고 에피폴라 선을 따
라 수평방향으로만 정합점을 찾으면 된다.이 조건을 통해 정합 탐색 영역을 감소
시켜 계산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그림 3.1과 그림 3.2는 각각 평행 카메라와 수렴
카메라에 대한 에피폴라 선의 제약 조건에 대해 나타낸다.좌측 영상에 투영된 한
점은 반드시 같은 에피폴라 선에 있는 우측 영상에서의 어떤 점과 정합되어야 한
다.다시 말하면,두 그림에서 b와 c점은 반드시 a또는 d와 같은 극상선상의
점과 정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평행하는 카메라 모델에서의 극상선 제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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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수렴하는 카메라 모델에서의 극상선 제약 조건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정합에서 말하는 극상선 제약 조건은 평행 카메라 모델인
경우에 해당되며 정합은 반드시 영상의 한 행(row)에 대해 주사선(scanline)을 따
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3].

333...111...222유유유일일일성성성(((UUUnnniiiqqquuueeennneeessssss)))제제제약약약

영상의 화소는 동일한 3차원상의 지점을 가리키는 유일성의 성질을 가져야한다
[22][23].즉,다중 정합(multiplematch)을 금하는 제약 조건이다.그림 3.3은 좌/우
영상에서 어떤 한 행에 대한 에피폴라 선에서 어떠한 배열로 정합이 이루어지는가
를 나타내며,점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정합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22][23].결국,유
일성 제약 조건이란 

가 에 정합되고   은 
에 정합될 때,k는 j가 아닌 나

머지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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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유일성의 제약 조건

333...111...333기기기하하하학학학적적적 유유유사사사성성성(((GGGeeeooommmeeetttrrriiicccSSSiiimmmiiilllaaarrriiitttyyy)))제제제약약약

획득된 좌·우 영상은 서로 기하학적으로 유사해야 한다.기하학적 유사성의 기
준에는 길이,선분의 방위(orientation ofthelinesegment),영역(region),윤곽
(contour)등이 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각도와 길이에 대한 기준 조건이 필
요하다[22].
각도 기준(anglecriterion):좌측 영상에서 방위가 

인 분할 선분 과 우측 영

상에서 방위가 
인 분할 선분 은 |  차이가 어떤 문턱 값보다 작은

경우에만 서로 대응된다[22].
길이 기준(lengthcriterion):좌측 영상에서 길이 을 갖는 분할 선분 과 우측

영상에서 길이 을 갖는 분할 선분 은 |   차이가 어떤 문턱 값보다 작은
경우에만 서로 대응된다[22].
만약 영상의 영역이나 윤곽의 비교를 포함하는 대응점 분석법이라면 위와 같은

기하학적 유사성에 대한 가정은 그러한 영상의 특징점들의 처리를 위해 계산 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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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444변변변이이이 제제제한한한(((DDDiiissspppaaarrriiitttyyyLLLiiimmmiiittt)))제제제약약약

인간의 시각 체계에 관한 정신물리학 연구에서는 망막에 맺히는 두 영상에 대해
시각 결합(fusion)이 가능하게 하는 변이 벡터의 최대 길이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22].이 최대값을 변이 제한이라고 하며 그러한 제한은 컴퓨터 비전에서 대응점 분
석을 위한 탐색 간격과 크기를 제한하는데 이용된다[22].좌·우 영상에서 모든 대응
점 


 


 


과      에 대해 변이 벡터의 길이에 대한 최대 변이



가 존재하면 식(3.1)을 만족해야 한다[22].

║△  ║            
 (3.1)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기하학에서 말하는 변이 제한은      

을 의미

한다[22].실제로 스테레오 정합 문제에서는 좌,우 영상의 변이는 일정한 범위 내
에 존재하며,변이는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22].

333...111...555변변변이이이 기기기울울울기기기 제제제한한한(((DDDiiissspppaaarrriiitttyyyGGGrrraaadddiiieeennntttLLLiiimmmiiittt)))

변이 평활(disparitysmoothness)제약 조건이라고도 불리며,영상의 모든 지점
에서 변이는 완만히 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22].두 장면에 점 p와 q가 서로 가
까운 위치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p가 좌측 영상에 ,우측 영상에 로 투영되

고 q도 마찬가지 형태로 투영된다고 볼 수 있다.만약 
과 이 서로 대응점으

로 판별되었다면 변이 차이의 절대값 양(quantity)은 식(3.2)과 같으며,그 값은 매
우 작아야 한다[22].또한,변이도를 후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제약 조건을
통해 한 변이가 주변의 변이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크거나 작은 값을 갖는 경우 제
거되어야 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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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33...111...666단단단순순순 순순순서서서화화화(((MMMooonnnoootttooonnniiicccOOOrrrdddeeerrriiinnnggg)))제제제약약약

순서(ordering)제약 조건이라고도 불리며,동적계획법(dynamicprograming)에서
의 자주 언급되는 제약 사항이며,정합 순서란

 가 에 정합되고   은 
에 정

합될 때 k의 크기는 j보다 커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2].그림 3.4에서 (a)에
서는 영상 평면에 투영된 점들이 c-b-a순서로 서로 같으나,(b)에서는 깊이에 대
한 큰 불연속 지점이 존재하여 단순 순서화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결국
좁은 폐색 영영을 물체에 대해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3][27].

그림 3.4영상의 에피폴라 선에서 투영된 점들의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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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정정정합합합법법법

스테레오 정합법은 주어진 두 개의 영상에서 각각의 대응쌍을 찾는 과정으로 일
치(correspondence)라고도 한다[28].스테레오 매칭 기법에서 삼각구조를 이용한
깊이 값을 획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왼쪽 이미지의 픽셀 값과 오른쪽 이
미지 픽셀 값 사이의 편차(Disparity)를 구하는 것이며,앞서 설명했듯이,편차란 왼
쪽 이미지에서 임의의 픽셀이 오른쪽 이미지에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차이
값을 나타낸다.편차를 구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특징점정합법(feature-basedstereo
matching)과 영역정합법(region-basedstereomatching)으로 크게 나누어 질 수 있
다

333...222...111특특특징징징점점점 정정정합합합법법법

특징점 정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징점들을 추출하여야 한다.이 때 코
너 점들은 영상 내에서 경계점보다 그 수가 적고 영역의 특성이 집약되어 있기 때
문에 정합을 위한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특징점정합은 추출된 코
너 점들과 같이 추출된 특징점들에 대해서만 그 대응쌍을 찾는 방법인데,특징저의
국부적인 특성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좌에서 우로의 정합과 우에서 좌로의
정합을 모두 수행하여 그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 쌍만을 올바른 정합결과로 인정하
도록 하는 방법이다[29][30].특징점을 추출하면 특징점 중 정확도가 높은 소수의
정합쌍인 기준점을 정하게 된다[30].이런 기준점들은 나머지 특징점들을 정합할 때
일종의 지표(landmark)로써 사용된다[29].
그림 3.5에서 선정된 기준점들을 이용하여 특징점의 영상 내 기하학적 위치를

판별할 수 있어 이를 정합과정에서 사용한다.큰 원들이 추출된 기준점(L~L,R

~R)이고 가운데 작은 원이 정합을 수행할 특징점(f)이라고 하면 이 특징점의 기

하학적 위치는 기준점들과 특징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즉 각도들로써 구해진다
[31].그림에서와 같이 기준점 6개가 있는 경우,각 기준점에 대해 각도가 6개(θ,θ



- 28 -

,θθ,θθ)나오게 된다.같은 방법으로 우측 영상에서의 특징점들에 대해서도
각 기준점들에 대한 각도를 구하고,이 각도들과 먼저 구한 좌측 영상에서의 각도
들의 차이의 합을 구하여,좌/우 영상에 대한 기하학적 위치차이를 구하여 이를 이
용하여 식 (3.3)과 같은 새로운 상관 함수를 얻게 된다.이 결과를 좌/우 영상에 대
한 기하학적 위치차이(G)로 정의한다.

그림 3.5기준점과 특징점의 관계

G = 
  



 θ

 θ


 (3.3)

θ

:좌측 영상에서 k번째 기준점에 대한 각도

θ

:우측 영상에서 k번째 기준점에 대한 각도
n=기준점의 개수

기준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영상의 특징점 중 정합 확률이 높은 점들,즉 미
분 크기가 크고,미분 의 방향성이 주로 수직성분인 점들과 유사 밝기분포(특징점
을 중심으로 일정 크기의 윈도우 마스크를 씌워,그 마스크 안에 있는 화소의 밝기
와 중심 화소의 밝기와의 차이 분포도)가 90% 이상인 특징점들을 추출하여 이러한
특징점들에 대해서만 좌,우 양방향 정합을 시도한다[30].이와 같은 조건의 특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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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체의 5%정 정도이므로 기준점들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구할 수 가 있고,
좌,우 양방향 정합을 수행하므로 정확도가 매우 높은 점들만 선택되게 된다[30].
그림 3.6과 그림 3.7은 선택 된 기준점들에 대해 좌,우 양방향 정합을 수행하는 과
정을 보여준다.그림 3.6은 좌측 영상의 특징점에 대한 우측 영상 내의 대응쌍을 찾
는 과정으로써 좌측 영상의 특징점 m1에 대해 최대 시차 범위와 극상선 오차를 고
려한 윈도우를 우측 영상에 만든 후 상관도의 식(3.4)의 상관윈도우를 이용하여 이
윈도우 안의 특징점들을 1차 대응쌍 후보()으로 정한다.

그림 3.6좌에서 우로의 정합과정

        ≦     ≦  

MD:최대 시차 범위,ME:최대 극상선 오차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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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5)에서는 조사 윈도우내의 후보점 

들에 있어서 먼저 특징점의 미분크

기,미분각도,유사밝기분포도를 좌측 특징점 
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임계치

(threshold)이하인 

을 2차 대응쌍 후보(


)로 정한다.

      


 


 

   


   ∊  

M:미분크기, θ:미분 각도,U:유사밝기분포도 (3.5)

마지막으로 후보 대응쌍(
 에 대해 특징점에 적합한 작은 상관 윈도우를 이

용하여 정합을 수행하며 이때의 상관 함수는 식(3.6)과 같다.

   


 

              ×                 


 

             
 ×

 

               

(3.6)
식(3.6)의 상관도 함수는 영상의 평균차를 이용한 것으로서,기준점을 구하기 위

해서는 앞에서 구한 우측 영상내의 2차 기준점 후보(

)들에 대해 우에서 좌로의

정합을 전술한 좌에서 우로의 정합과 동일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를  라̀ 한다.

최종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는 좌에서 우로의 정합결과(

)를 우에서 좌로 정합한

결과(
)가 원래의 좌측 특징점에 신호인 


과 상관도 비교나,거리 비교에서

임의의 상관성이 임계치 내에서 최대점을 구하여 이를 최종 기준점으로 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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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우에서 좌로의 정합과정

특징점정합법은 경계나 코너와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좀더 추상적
인 특징에 대한 정합법으로 이 방법은 잡음에 덜 민감하고 정합을 위해 찾는 영역
을 줄일 수 있어서 영역정합에 비해 연산시간이 상당히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29][30][31].또한 경계나 코너점만을 이용하여 스테레오 정합을 시도하므로,영역
정합에서와 같은 상관도를 계산하지 않아서 시간적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고,
영사의 특정부분만을 조사하기에 그 조사대상도 축소할 수 있어서 처리 시간뿐 아
니라 정합오류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2].그러나 특징점정합방법은 주로
영상의 특징이 될 수 있는 부분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역에 대해
서는 정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깊이지도나 시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합
점의 수가 적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32].하지만 특징점 정합으로 얻은 정합점은 영
역정합의 결과와는 달리 각 영상에서 특징점으로 선택된 점들에 대해서 정확한 위
치와 깊이정보를 줄 수 있는데,정합이 조밀한 점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는 특징점들에 대해서만 시도되기 때문에 양안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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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결과가 드문드문 나타나므로 완전한 변이도를 얻기 위해서는 보간
(interpolation)이나 폐색(occlusion)을 모델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32][33].

333...222...222영영영역역역 정정정합합합

영역정합은 영상에서 특징을 포함한 일정영역의 영상조각(imagepatch)을 가지
고 다른 영상과 상관관계(correlation)를 이용하여 찾는 방법이며 좌/우 영상의 화소
들의 밝기값에 근거하여 상관도 함수를 이용하여 상관도를 계산하여 변위차를
GradientLevel로 표현하는 방법이다[34].일반적으로 상관윈도우의 크기는 3x3,
5x5,7x7,9x9를 주로 사용하며,창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잡음에 민감하고,
반면에 너무 크면 일종의 저대역 필터(low-passfilter)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깊이
불연속점을 쉽게 놓치게 된다[34].또한,한 점에 대한 주변 값들에 대해 창을 씌울
경우 그 크기만큼 신뢰도는 높아지지만,앞에 놓여진 물체와 배경이 떨어져 있을
때는 배경에 있어서 폐색이 발생되어 있는데,창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크기만
큼 폐색영역이 증가하게 된다[34][35].따라서 영상에 표현된 물체나 배경에 특징에
따라 윈도우의 크기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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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영역 기반 정합의 기본 구조

그림 3.8은 영역기반 정합에 대한 간단한 예제이다.(a)와 (b)는 각각 우측과 좌
측 영상의 평면을 말하고 (c)는 우측 영상의 한 점의 좌표   로부터 x축으로

d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비용 함수를 의미하며 에서 최소 비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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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상관 윈도우를 이용한 정합 (우측 영상 기준)

그림 3.9은 영상의 크기가 ×(가로 × 세로)이고 탐색 창의 크기가 × 

이라고 할 때의 상관 윈도우를 이용한 정합 방법을 나타낸다.우측 영상의 한 점에
서의 블록을 기준으로 탐색범위 d만큼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좌측 영상에서 정합
점을 찾는다.이 때,우측에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사이의 변위차를 여러 상관 함수
를 이용하여 구하게 되며 상관 함수의 특징,상관 윈도우의 크기,상관 윈도우의 탐
색 범위에 따라 변위차 값은 달라진다.
영역정합법은 영역의 상관도를 이용하여 정합점들을 찾는 시도로 주로 지형을

포함하는 영상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부드럽기 변하는 영상에 주로
사용된다[36].그리고 이 방법은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깊이를 구할 수가 있기 때
문에 깊이지도를 표현하기에는 좋은 방법이지만 잡음과 표면특성이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영역에는 민감해지는 단점이 있다[35].
두 영상에서 대응점의 유사성(similarity)을 판단하기 위해 영역기반(또는 밝기기

반)의 상관 함수를 주로 사용한다[35][37].우측 영상의 고정된 창을 기준으로 좌측
영상을 탐색하면서 비용을 구한다.이러한 함수는 영역기반의 정합에 주로 사용하
며 정합 위치를 선택하기 위해 최소 비용을 선택하느냐 최대 비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소화 비용 함수와 최대화 비용 함수로 나뉜다.영역기반의 최소화 비용 함



- 35 -

수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lSSD(sum-of-squareddifferences)
lSAD(sum-of-absolutedifferences)
lMAD(mean-of-absolutedifferences)

영역기반의 최대화 비용 함수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lNSSD(normalizedsum-of-squareddifferences)
lNC(normalizedcorrelation)
lNCC(normalizedcrosscorrelation)
lZNCC(zero-meannormalizedcrosscorrelation)

유사성 판단을 위한 수행 속도를 중요시 여기는 경우에는 주로 SSD,SAD,
MAD 등의 비용 함수를 사용하지만,신뢰도 높은 유사성 판단을 위해서는 밝기나
명암대비의 차이에 대해 대체로 독립적인 ZNCC를 많이 사용한다[38].ZNCC는 신
뢰도는 높은 반면 SSD,SAD,MAD 등에 비해 수행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단점이
다[38].
탐색(또는 블록)창의 크기는 K xL이라고 하고 변이 d는 수평선을 따라 이동한
거리라고 하면 SSD,SAD,MAD를 식(3.7),식(3.8),식(3.9)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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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합 위치는 비용 중에 최소값을 갖는 d위치이므로 한 점의 좌표    에서

의 변이 

   는 식(3.10)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는 SSD,SAD,MAD 중

하나를 의미한다.



    

 ∊ 
     (3.10)

제한된 탐색 변이 탐색범위가 [δδ
 라고 하고 탐색 가능한 범위에 대한

집합을   δ
δ

라고 정의하면 깊이 해상도(depthresolution)라고도

불리는 최대 변위 탐색범위의 크기 δ는 식(3.11)로 정의될 수 있다.

δ  δ
 δ

   (3.11)

NC과 ZNCC는 밝기(brightness)차이와 명암대비(contrast)변화에 대체로 독
립적인 영 평균(zero-mean)으로 정규화된 상관성(correlation)기반이므로 최소화
비용 함수들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반면,수행속도가 느리고 분모가 0이 될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38].μ μ 은 좌·우 창에 존재하는 밝기의 평균이고 δ


,δ은

각각의 표준 편차 값이라 하면 NSSD,NC,NCC,ZNCC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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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정합 위치는 최대 비용을 가질 때의 d이므로 한 점의 좌표   에서의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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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식(3.16)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는 NSSD,NC,NCC,ZNNC 중 하

나를 의미한다.



    

 ∊ 
    (3.16)

333...333후후후처처처리리리 과과과정정정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진 변이도는 깊이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부
적합한 불연속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물체에 질감이 없거나 낮은 해상도의
영상에서 더욱 많은 불연속 지점이 나타난다.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스테레오 정합된 영상을 평활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공간 영역에서의 평활화 처
리의 가장 간단한 것으로 평균필터링(medianfilter)를 사용한 방법이 있다.한편 주
파수 영역에서의 처리로,저역 통화 필터에 의해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이들 처리에서는 잡음 등을 제거함과 동시에 모서리 등의 중요한 정보를 실
수로 손상시키는 일이 있고,모서리 선부에 대해서는 이것을 검출해서 정보를 보존
하도록 하여 그 이외의 부분에서만 평균화 등의 조작을 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39].

제제제 444장장장 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원원원격격격 의의의료료료 시시시스스스템템템

444...111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영영영상상상 획획획득득득용용용 복복복합합합기기기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에서 설계한 스테레오 원격 의료 시스템에서 스테레오 복합기는 3차원
스테레오 입체영상의 관찰이나 스테레오 데이터 획득을 위해 동기화된 좌/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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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득하는 한편,소프트웨어로서 시분할(fieldsequential)입체 TV 방식을 이용
하여 관찰자에게 3차원 입체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시분할 방식의 원
리를 쉽게 요약하면 기존의 TV가 60Hz의 비월 주사이 점을 이용하여 좌,우,영상
이 각각 60Hz의 비월 주사가 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120Hz의 비월 주사 방식으
로 만들기 위해 두 대의 카메라 입력을 필드마다 번갈아 선택 후 배속 주사를 통해
필드별로 두 대의 카메라 출력을 선택토록 하는 것이며,입체 TV 방식은 TV의 필
드주기(1/60sec)마다 좌,우 영상을 번갈아 제시하고 이것과 동기화시킨 셔터 안경
을 개폐함으로써 입체감을 주는 방식이다.하지만,시분할 방식은 디스플레이 화면
이 밝으면 30Hz의 플리커 방해가 생길 뿐 아니라 수직 해상도가 1/2로 낮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 배속 주사(120Hz,4:1)
식의 시분할 입체 TV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그 원리는 우선 좌,우 영상을 통상의
60Hz2:1비월주사 신호로 필드메모리에 저장시키고 이 신호들을 두 배 속도로 출
력하거나 소프트웨어적으로 3D Bios를 구동하여 모니터의 수직주파수를 120Hz로
하는 방식이다.

그림 4.1복합기의 신호 흐름도

그림 4.1은 스테레오 영상 획득용 복합기의 신호 흐름도로써 좌측 영상과 우측 영
상이 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 좌측 영상을 기준으로 동기 분리부에서 수평 동기와
수직 동기를 분리한 후 필드 다중화부와 프레임 다중화부로 나뉘어 필드신호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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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신호를 각각 생성한다.필드 다중화 신호 생성부는 좌측 영상과 우측 영상을
필드별로 합성하여 복합 영상의 입체 관찰에 사용하기 위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며 프레임 다중화는 좌,우 영상신호를 프레임별로 나누어 PC에서 획득,저장
하기 위한 것이다.최종단의 스테레오 신호 다중화부에서는 필드나 프레임 주기로
다중화 된 영상이 출력되며 영상을 단순 버퍼링 한 후 출력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좌측 영상,우측 영상 출력부도 구비되어있다.그림 4.2는 복합기에서 제작되는
수직 동기신호와 입체 관찰용 필드 다중화 신호,그리고 획득,저장용 프레임 다중
화 신호 파형들을 좌측 영상과 우측 영상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4.2복합기의 신호파형

그림 4.3은 복합기를 사용하여 입체물을 관찰 할 경우의 흐름도이다.복합기에서
생성된 영상으로부터 120Hz로 필드 다중화 된 입체영상은 입체관찰용 모니터로 연
결되며 120Hz의 필드 다중화 된 필드신호의 주파수가 그림 4.4의 전자셔터 안경 제
어부로 입력되어 좌측 눈과 우측 눈의 안경이 번갈아 셔터링되도록 해준다.



- 41 -

그림 4.3스테레오 입체 관찰의 흐름

그림 4.4셔터 안경(Shutterglass)

444...222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비비비젼젼젼 영영영상상상 기기기록록록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에서는 LAN 기반의 스테레오 비젼 영상 기록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고
가의 영상 처리 장비 이용을 배제하고 범용 PC와 일반 TV 신호 수준 처리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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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저가 영상 획득 장치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였다.

444...222...111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카카카메메메라라라의의의 구구구성성성

그림 4.5스테레오 카메라 구성

촬영을 위해 사용된 하드웨어 장치는 CANON VC-C4고화질 화상회의용 고화
질 카메라 2대와 IEEE　1394고속 직렬 버스를 2개 이상 지원하는 노트북이며 그
림 4.5와 같이 구성하였다.IEEE1394고속 직렬 버스는 하나의 주변 장치들과 PC
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사이에 있는 직렬 버스로서,최고 대역폭이 400Mbps로써 영
상의 지연 없이 영상의 고속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테레오 원격 의료 시스템
설계에 적합하다[40].일반적인 스테레오 카메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대의 카메라
와 영상을 동시에 입력받을 수 있는 데이터 획득용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하다.하
지만 데이터 획득용 장치는 스테레오 촬영을 위한 PC의 설치 공간을 제한할 뿐
아니라,하드웨어 장치에서 지원하는 부호화 방법으로 부호화된 영상 정보를 얻으
므로,영상 입력 장치에서 출력되는 영상 스트림을 직접 다룰 수 없다는 단점이 있
다.따라서 본 실험은 추가적인 하드웨어 장치 없이 고속으로 스테레오 데이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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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위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테레오 촬영의 공간적 제약성을 극복하였을 뿐 아
니라,스테레오 원격 의료 시스템 개발의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444...222...222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영영영상상상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복수의 카메라와 영상 획득 장치를 다루기 위해 시스템 내 영상 기록 부분을 좌
/우 독립된 영상을 각각 독립적인 필터로 구성하여야만 한다.독립적인 필터를 구
현하지 않고 2대의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영상을 단일 필터에 구현함으로써 일시
적인 계산량 증가로인해 메모리의 버퍼 오버플로우(bufferoverflow)현상이 나타나
결과 어느 한 카메라의 영상 전송 지연을 야기한다.좌/우 카메라 수와 독립된 필
터를 구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카메라의 수만큼 필터들이 구현됨으로써,
어느 한 카메라에 생길 수 있는 버퍼 오버 플로우(bufferoverflow)결과가 다른
카메라에 미치지 않음으로써 시스템의 영상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고,카메라 수를
늘리고자 할 때 추가적으로 노드를 구성하여 이를 연결하는 것 이외의 다른 오버헤
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시스템에서 구현된 모든 필터들이 동기화 되어 같
은 수간에 일어나는 사건의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각 카메라의 프레임 발생과
각 필터의 영상 획득 시작 시점이 동기화 되어 있어야 한다.따라서 카메라 수만큼
의 독립된 필터를 2개를 구현하여 2개의 버퍼에 영상을 각각 입력받음으로써,평행
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고,결과 동기화된 영상을 지연 없이 획득할 수 있다.

영상 획득은 준비,기록,정리의 3단계로 일어난다.준비 단계는 각 필터에서
실제 영상 기록에 필요한 대부분의 준비를 끝내고 시작 시점을 맞추어 동시에 시작
하기 이전 까지 단계이다.기록 단계에서는 주어진 기록 명령에 따라 영상을 기록
하고 정리단계에서는 영상 기록 준비 과정에서 수행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다시 정
상 값으로 되돌려 시스템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동기화된 카메라의 영상을 획득하기위한 소프트웨어를 MicrosoftWindowsXP

환경에서 제작하였다.사용된 개발자 툴로서는 MicrosoftVisualC++6.0울 사용하
였고,CCD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영상을 캡쳐하기 위해서 MicrosoftDirectX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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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원하는 다이렉트쇼(DirectShow)기술을 사용하였다.다이렉트쇼 필터는 네
트워크 변화량에 따라 인코딩 파라미터(EncodingParameter)를 갖는 MPEG4계열
의 필터와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비디오 랜더 필터(Video
RenderFilter)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반의 고화질 영상 전송에 용
이하다는 장점이 있다[41].
그림 4.6와 그림 4.7는 본 연구를 위해 구현된 스테레오 영상 획득기의 인터페이

스이다.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2대의 고화질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영상들이 한
개의 독립된 필드(640x240)에 디스플레이되고,그림 4.6처럼 실시간 입력 받은 영
상을 단일 필드(320x240)로 실시간 복합 영상을 구성 할 수 있게 구현하였다.또
한 복합 영상을 실시간 관찰하면서 좌/우 독립된 2차원 동영상을 실시간 획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림 4.6스테레오 비젼 영상 기록 시스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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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스테레오 비젼 영상 기록 시스템(2)

스테레오 데이터의 압축을 위해서는 좌.우 영상을 스테레오 정합 처리로 구한
시차정보를 이용하여 좌측 영상은 일반적인(DCT,Wavelet)방식으로 압축하는 방
법을 많이 사용한다[42].우측 영상은 시차정보를 이용하여 압축한 후 복원을 위해
서 수신단에서 좌측 영상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복원하고 우측 영상은 좌측 영상신
호와 시차정보를 이용하여 복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시차정보를 이용하는
압축방법은 압축률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스테레오 카메라의 특성이
상이할 수 있고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에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우측 영상을 시차
정보로 이용하여 복원할 경우 송신과 수신에 표준을 정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43].또한 네트워크상의 전송 오류가 발생할 때 그 복원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43].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임상 방사선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Wavelet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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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JPEG2000과 DCT 기반의 MPEG4압축표준을 사용하여 3차원 복합 영상의
압축 효율 및 2차원 좌/우 영상의 압축 효율을 비교 평가하였다.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획득된 아날로그 데이터 신호는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Analog Digital
Converter)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고 IEEE1394인터페이스를 통해 어플리
케이션으로 전달된다.획득된 데이터의 프레임 사이즈는 320x240이며,초당 30프레
임으로 입력받는다.다음은 구현된 복합기의 특징을 설명한다.

1. 본 실험에서 구현된 스테레오 영상 획득용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로 구성된 2
대의 고화질 비디오카메라의 영상을 동기화,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을 갖는다.

2.본 소프트웨어는 2대의 고화질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영상을 동기화를 맞춰진
체로 단일 프레임(640x240)에 좌,우 순차적(sidebyside)방식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3.본 소프트웨어는 카메라들로부터 획득한 독립된 좌/우 영상을 단일 프레임(320
x240)에 동기화된 좌/우 혼합(Mixing)된 영상으로 디스플레이한다.

4.본 소프트웨어는 좌/우 혼합 영상으로부터 좌/우 분리 영상을 각각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5.본 연구에서는 3차원 디스플레이용으로는 필드합성(60필드)기능을,데이터 획득
용으로는 프레임 합성(30프레임)기능이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앞서 이야기했듯이,본 소프트웨어를 통해 획득된 2차원 좌/우 영상은 다이렉트
쇼에서 지원하는 DCT(DiscreteCosineTransform)기반의 MPEG4계열 필터를
통해 압축되어 네트워크 전송되거나,개발된 웨이블릿(Wavelet)기반의 JPEG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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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코덱을 이용하여 부호화하고 UDP를 이용하여 전송하게 된다[43].전송
받은 코드 스트림은 역부호화 하여 3차원 출력 영상을 만들게 되고,필드 시퀀셜
(fieldsequential)하게 압축된 다중 스테레오 영상은 셔터 글라스(shutterglass),또
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HeadmountedDisplay)이 등의 장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제제 555장장장 333차차차원원원 깊깊깊이이이지지지도도도(((DDDeeepppttthhhMMMaaappp)))작작작성성성

555...111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본 논문에서 제안된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은 카메라 모델 중에 평행 카메라
모델 기반이다.정합 제약 조건 중에 극상선,유일성,변이 제한,변이 기울기 제한,
단순 순서화 제약 조건을 만족시켰다.획득한 영상은 대부분 물체를 양의 시차가
발생되는 시점에 의해 얻은 것이므로 우측 영상을 기준으로 좌측 영상이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느냐를 변이로 선택하였다.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성질과 스
테레오 정합 관련 알고리즘의 설명의 편의를 위해 모든 관련된 설명은 우측 영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실험에서도 우측 영상을 기준으로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256*256크기의 영상이다.그리고 영역기반 정합이므로 탐색 창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3x3,5x5,7,x7,9x9사이즈의 상관 윈도우 크기로
실험하였다.일반적으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계조 단계는 0부터 255사이
로 256단계이며,스테레오 정합에 의해 구해진 변이도는 대부분 256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을 가지므로 히스토그램 등화(Histogram Equalization)를 통해 보기 좋은
형태로 변형하였다.수행 속도 비교는 CPU 점유 시간을 구하여 비교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의 사양은 RAM은 1024MB이고 중앙처리장치가 P-IV 2.6GHz이며,
WindowsXP운영체제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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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22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

스테레오 영상은 크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영상과 실제로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실사 영상으로 나뉜다.실험에 사용된 비교 영상은 Corridor영상이며,다른 하나는
스테레오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실사 영상이다.

그림 5.1Corridor영상 (a)좌 영상,(b)우 영상,(c)변이도,(d)폐색도(시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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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은 실험에 사용된 Corridor영상이며 그림 5.2는 스테레오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안면 영상이다.5.1(a)과 (b)는 실험에 사용된 좌/우 영상을 각각 보여준 결
과이고,(c)는 상관 윈도우 사이즈를 5로 설정하였을 때 변이도를,(d)는 폐색도를
나타낸다.

그림 5.2스테레오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안면 영상 (a)좌 영상,(b)우 영상

표 5.1상관 함수와 상관 윈도우 크기 변화에 따른 알고리즘 수행 속도 (x좌표:
상관 윈도우 사이즈,y좌표:상관 함수,단위:sec)

표 5.1과 그림 5.3에서는 우측 영상을 기준으로 좌측 영상에서 블록 단위로 탐색
하면서 정합점을 찾는 영역기반의 정합 방식의 상관 윈도우 정합방식에서 상관 함

3x33x33x33x3 5x55x55x55x5 7x77x77x77x7 9x99x99x99x9

SSDSSDSSDSSD 0.4370.4370.4370.437 0.8590.8590.8590.859 1.6411.6411.6411.641 2.3912.3912.3912.391

SADSADSADSAD 0.3750.3750.3750.375 0.7970.7970.7970.797 1.5631.5631.5631.563 2.2652.2652.2652.265

MADMADMADMAD 0.4690.4690.4690.469 0.8440.8440.8440.844 1.6091.6091.6091.609 2.3592.3592.3592.359

NCNCNCNC 1.5781.5781.5781.578 2.8442.8442.8442.844 5.3915.3915.3915.391 8.0628.0628.0628.062

NCCNCCNCCNCC 0.6870.6870.6870.687 1.2191.2191.2191.219 2.252.252.252.25 3.3443.3443.3443.344

ZNCCZNCCZNCCZNCC 1.2661.2661.2661.266 2.1872.1872.1872.187 4.1094.1094.1094.109 6.1726.1726.172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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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SSD,SAD,MAD,NC,NCC,ZNCC)종류와 상관 윈도우 크기에 따른 수행 속
도를 CPU 점유율에 따른 시간으로 비교하였다.상관윈도우의 이동 범위  은
각각 30으로 정하였으며,표 5.1에서 보이는 CPU 점유시간의 단위는 초이고 점유
시간이 적을수록 연산 속도가 빠른 결과 스테레오 매칭이 빠르게 이뤄짐을 알 수
있다.

0.437 0.375 0.469

1.578

0.687

1.266

0.859 0.797 0.844

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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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1.56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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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2.391 2.265 2.359

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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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상관 윈도우의 크기에 따른 알고리즘 수행 속도의 차이

영역기반의 상관 윈도우 기법을 이용한 스테레오 정합에서는 주로 고정된 창 크
기를 사용한다.영역기반 정합에서 중요한 과제는 정합에 필요한 충분한 밝기 변화
를 포함할 만큼 크고 투영 왜곡 (projectivedistortion)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작
은 창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43].만약 창의 크기가 너무 작아 충분한 밝기 변
화를 포함하지 못하면 잡음의 영향을 받아 변이 추정이 부실해지며,반대로 너무
크게 설정하면 변이의 변화에 무뎌져 폐색영역 등과 같은 세밀히 관찰해야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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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뎌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44].이러한 이유로 영역기반 방식에서는 국부적인
밝기 변화와 변이 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정합척도를 모으는 창 크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44].

555...333결결결과과과 분분분석석석

그림 5.4,그림 5.6,그림 5.8,그림 5.10은 Corridor영상에 대해 상관 윈도우 사
이즈를 3 x3,5x5,7x7,9x9로 변화시키면서 변이도를 나타낸 영상이며,상
관 함수에 대한 영상 처리 속도는 그림 5.3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 5.5,그림
5.7,그림 5.9,그림 5.11은 스테레오 카메라부터 획득한 사람의 안면 영상에 대해
Corridor영상과 동일한 변수를 부가하여 변이도를 나타낸 영상들이다.스테레오 매
칭이 끝난 영상들은 평균 필터를 통과시켜 지나치게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였고
히스토그램 등화(Histogram Equalization)를 통해 관찰이 용이하게 하였다.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영상의 상관도를 결정하는 상관함수 뿐 아니

라 상관 윈도우의 크기 역시 두 영역 유사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상관
윈도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두 영역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증대하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는 윈도우의 크기가 크면 변위도의 결과는 향상된다.하지만 폐색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 전혀 필요치 않은 영역까지 윈도우 내에 포함하게 되어 상관
도의 정확성을 저하시키며,영상의 특징점 부분에 있어서는 그 특징점 정보가 주위
의 값들로 인해 사장되어,이 경우 역시 상관도의 정확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반면 상관 윈도우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폐색 영역으로 인한
영향을 줄일 수 있고 특징점과 같이 정보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반복적인 패턴을 이루는 영역에 대해서는 큰 오차를 보여주었다.그림 5.4,그림
5.6,그림 5.8,그림 5.10에서 볼 수 관찰할 수 있듯이,영상 내에는 여러 개의 물체
가 존재할 수 있고,또한 이들 물체는 서로 교차하여 왼쪽 영상에서는 보이는 부분
이 오른쪽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다.또한,그림 5.4,그림 5.6,그림 5.8,
그림 5.10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상관 윈도우의 크기가 7x7인 경우 상관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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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스테레오 정합을 하면 바닥에 놓인 원뿔과 공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천장과 같이 밝기의 변화가 거의 없는 부분과 바닥처럼 일정 무늬
가 반복되는 부분에서는 많은 오차가 나옴을 알 수 있다.이런 오차는 상관 윈도우
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많이 감소함을 관찰 할 수 있으나,반대로 원뿔이나 공 같
은 물체에 대해서는 주위의 결과들에 흡수되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였다.따라서
영상이 내포한 정보에 따라 윈도우의 크기를 선택적으로 정하여 주는 작업이 필요
하다.
안면 영상의 경우 그림 5.5,그림 5.7,그림 5.9,그림 5.11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상관 윈도우가 커질수록 변이도가 무뎌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목,구,비를 제대
로 표현할 수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수행 속도 역시 지연되게 된다.
하지만 Corridor영상에서의 실험에서 알 수 있듯 상관 윈도우의 크기가 너무 작아
지면 날카로운 형태의 변이도를 얻게 된다.
본 실험의 결과상관 함수들을 이용한 스테레오 영상의 정합에 있어서 유사성 판

단을 위한 수행 속도를 중요시 여기는 경우에는 주로 SSD,SAD,MAD 등의 상관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하지만 영상의 밝기에 굴곡이 거
의 없고,영상에 평탄한 부분이 많을수록 결과는 최대 비용함수를 사용한 쪽이 우
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ZNCC는 밝기(brightness)차이와 명암대비(contrast)변
화에 대체로 독립적인 영 평균(zero-mean)으로 정규화된 상관성(correlation)기반
이므로 최소화 비용 함수들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반면,수행속도가 느리고 분모가
0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45].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턱(threshold)값을
두어 최소값을 제한하거나 다른 최소값보다 10%이상 작을 수 없다는 제약사항을
두기도 한다[45].256x256사이즈에 안면 영상을 표현하고,좌/우 2차원 안면영상
을 3차원 스테레오 기법을 이용한 변이도를 작성할 때,적당한 상관 윈도우의 크기
는 5x5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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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정합 기준에 따른 Corridor영상에 대한 변이도(상관 윈도우 사이즈=3)

그림 5.5정합 기준에 따른 안면 영상에 대한 변이도(상관 윈도우 사이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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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정합 기준에 따른 Corridor영상에 대한 변이도(상관 윈도우 사이즈=5)

그림 5.7정합 기준에 따른 안면 영상의 변이도(상관 윈도우 사이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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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정합 기준에 따른 Corridor영상에 대한 변이도(상관 윈도우 사이즈=7)

그림 5.9정합 기준에 따른 안면 영상에 대한 변이도(상관 윈도우 사이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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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정합 기준에 따른 Corridor영상에 대한 변이도(상관 윈도우 사이즈=9)

그림 5.11정합 기준에 따른 안면 영상에 대한 변이도(상관 윈도우 사이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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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실실실험험험 및및및 결결결과과과 고고고찰찰찰

666...111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영영영상상상의의의 압압압축축축 효효효율율율 성성성능능능 평평평가가가

비교적 사이즈가 큰 의료 영상의 네트워크 전송에 있어서,영상을 압축하는 기
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11][43][3].비교적 영상의 중요도가 큰 의학 영상의
경우에는 무손실(lossless)알고리즘을 사용한 부호화,복호화 방법이 많이 사용되
었다[11].하지만 영상의 중요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영상의 경우에는 손실(lossy)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제한된 제역폭에 적당하게 영상의 사이즈를 줄여
전송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43].예를 들어 JPEG 무손실 알고리즘이
최대 4:1이하의 압축률인 반면 손실(lossy)알고리즘으로 압축할 경우 매우 큰 압
축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46].이 논문에서는 의학 영상의 네트워크 전송에
있어서 MPEG4압축기법과 JPEG2000영상압축 방식을 사용하여 스테레오 영상
네트워크 전송에 적합한 영상의 전송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국제표준화기구인
ISO와 IEC는 공동으로 기존의 JPEG방식보다 고품질 압축 및 다양한 기능을 요구
하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지영상압축 방식의 국제표준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JPEG2000압축방식 이다[47].JPEG2000은 웨이블릿(Wavelet)
기반의 정지영상압축방식으로 기존의 JPEG 표준안보다 왜곡율과 특정부분의 영상
품질을 한 차원 높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우수하다[47][48].특
히 JPEG2000이 갖는 에러에 강인한 툴,화소의 정밀도와 해상도의 차이에 의한 점
진적 전송,관심영역 지정 및 처리(ROI)특징은 역방향 링크의 대역폭이 낮고 무선
에러가 많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영상 전송에 효과적으로 이용된다[47][48].
실험은 고화질 카메라로 획득한 상반신 형태의 인물 영상을 사용하였으며,해상

도는 320x240,Framerate는 30f/s(framepersecond)로 약 1분간 전송되었다.모
든 실험의 영상 압축과 복호에는 MPEG-4와 JPEG2000의 압축 표준을 따르고,
MPEG4 코덱은 DISCAS사의 MPEGableLibrary와 JPEG2000은 AWARE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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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EG2000SDK가 사용되었다[49][50].
MPEG4와 JPEG2000의 객관적인 성능 평가를 위해 전송된 영상의 품질 평가는

압축되지 않은 원본 영상 사이의 PeakSignal-to-NoiseRatio(PSNR)값을 비교하
였으며 주관적인 화질평가를 위해 각각이미지를 부호화한 후 다시 복호하여 두 영
상의 화질을 비교하였다.PSNR을 구하는 식은 식(6.1)과 다음과 같다.

 

  




  






  




  



         
(6.1)

R,G,B컬러를 Y,Cb,Cr로 변환한 후에 Y성분의 PSNR값을 비교하였다.인간의
사각 체계가 색상보다 휘도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영상 포맷인 YUV 성분 중에
Y의 PSNR을 사용하였다[51].

그림 6.1실험에 사용된 원본 영상 (a)우 영상 (b)좌 영상 (c)복합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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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그림과 같은 3차원 스테레오 영상을 좌 영상,우 영상,복합 영상
별로 MPEG4와 JPEG2000으로 5:1,10:1,15:1,20:150:1100:1의 압축비로 각각 압
축하여 PSNR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았으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5종류의 영
상을 각각 실험하여 평균치를 결과로 표시하였으며 일반적인 2차원 영상에 대해서
도 비교해 보았다.
표 6.1-6.5는 2차원 좌/우 영상,그리고 3차원 복합 영상을 각각 JPEG2000과

MPEG4로 압축 복원시의 부호화 효율을 비교한 표이며,그림 6.4~6.6은 2차원 좌/
우 영상,그리고 3차원 복합 영상을 각각 JPEG2000과 MPEG4로 압축 복원시의
부호화 효율을 비교한 그래프이다.JPEG2000과 MPEG4로 압축 복원된 영상은 그
림 6.7-6.12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2차원 좌/우 영상,3차원 복합 영상 모두 JPEG2000의 압축 방식이

MPEG4보다 높은 PSNR값을 보여준다.효율적인 압축비는 3차원 복합영상의 경
우 1/15,2차원 좌/우 영상의 경우 모두 1/10정도로 압축해야 PSNR값을 45[dB]
이상으로 유지 가능하다.실험에 대한 자세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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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압축 방식과 압축률에 따른 3차원 복합 영상의 PSNR값 비교(x축:압
축률,y축:압축 방식,PSNR값 차이,(1)JPEG2000의 압축률 변화에 대한 PSNR
값,(2)MPEG4의 압축률 변화에 대한 PSNR값,(3):JPEG2000과 MPEG4의 PSNR
값 차이)

표6.1과 그림 6.2는 1/100까지의 압축률 변화에 따른 MPEG4와 JPEG2000의 3
차원 복합 영상 품질 평가를 비교한 표와 그래프이다.그림 6.2에서 알 수 있듯이 3
차원 복합 영상의 압축률이 증가함에 따라 JPEG2000과 MPEG4압축방식에 따른
3차원 복합 영상의 품질이 현격이 변화되었고 1/5의 압축률의 경우 JPEG2000방식
이 MPEG4에 비해 약 2.7[dB]의 이득을, 1/100압축의 경우 약 8.6[dB]정도의 이
득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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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압축 방식과 압축률에 따른 우 영상의 PSNR값 비교(x축:압축률,y축:
압축 방식,PSNR값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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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압축 방식과 압축률에 따른 좌 영상의 PSNR값 비교(x축:압축률,y축:
압축 방식,PSNR값 차이)

표 6.2,표 6.3,그림 6.3은 2차원 좌/우 영상,그리고 3차원 복합 영상을
MPEG4로 압축하여 복원하였을 때의 부호화 효율을 PSNR로 비교 한 결과표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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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다.좌,우 영상을 압축,복원하였을 때의 PSNR결과는 그림에서 보이듯 1[dB]
이하의 차이를 보여주었다.압축률을 1/100으로 하였을 때 최대 하며 좌,우 영상의
평균과 복합 영상과의 PSNR차는 약 2.13[dB]로 복합 영상의 압축 효율에 비해 약
간 떨어짐을 관찰 할 수 있다.

표 6.2,표 6.3,그림 6.4은 2차원 좌/우 영상,그리고 3차원 복합 영상을
JPEG2000로 압축하여 복원하였을 때의 부호화 효율을 PSNR로 비교 한 결과표와
그림이다.MPEG4로 압축했을 경우 결과와 비슷하게 좌/우 영상은 1[dB]이하의
차이를 보여주었다.이는 영상의 구성과 상관없이 압축 방법과 압축률이 영상의 품
질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그림 6.3와 그림 6.4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압축률이
비교적 크지 않은 범위에서는 MPEG4와 JPEG2000의 압축방식에 영상의 품질이
크게 좌우되지 않았다.하지만 압축률이 증가함에 따라 DWT 기반의 압축 방식을
사용한 영상이 DCT 기반의 MPEG4압축 방식에 비해 최대 3.9[dB]정도의 성능의
우위를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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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JPEG2000좌,우 독립적인 압축 방식을 사용했을 때,좌 우 PSNR 값의
평균과 복합 영상의 PSNR값의 비교(x축:압축률,y축:복합 영상의 PSNR,우영
상의,좌영상의 PSNR,좌,우 영상의 PSNR값 평균,좌,우 영상의 PSNR값 평균
-복합 영상의 PSNR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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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JPEG2000좌,우 독립적인 압축 방식을 사용했을 때,좌 우 PSNR값의
평균과 복합 영상의 PSNR값의 비교(x축:압축률,y축:복합 영상의 PSNR,우영
상의,좌영상의 PSNR,좌,우 영상의 PSNR값 평균,좌,우 영상의 PSNR값 평균
-복합 영상의 PSNR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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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표 6.5,그림 6.5와 그림 6.6은 MPEG4와 JPEG2000의 영상 압축 방식을
사용했을 때,네트워크를 통한 3차원 복합영상의 전송 방식과 2차원 좌,우 독립적
인 영상 전송 방식을 비교한 표와 그림이다.MPEG4를 사용한 경우,압축률이 1/20
이하의 경우까지 2차원 좌/우 영상 전송 방식과 3차원 복합 영상의 전송 방식의 차
이는 크지 않았다.전송에 있어서 3차원 복합 영상의 전송 방식이 2차원 좌,우 독
립 영상의 전송 방식보다 최대 2.1[dB]의 영상 품질의 우위를 보여주었다.하지만
압축률이 1/20이상인 경우는 3차원 복합 영상의 영상품질이 2차원 좌,우 독립적
인 영상 전송방식에 비해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었고,1/100의 압축률의 경우 최대
9[dB]정도의 영상 품질의 차이를 보여주었다.이는 비교적 영상의 품질이 중요시
되는 의학 영상의 경우 압축률을 크게 설정하지 않아 영상 압축 방식에 크게 좌우
되지 않지만,단순 환자 영상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영상의 품질이
중요시 되지 않는 영상의 경우는,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스테레오 영상의 관
찰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JPEG2000의 압축 방식을 사용하여 영상을 압축한 결과,압축률이 1/50이하에

서는 3차원 복합 영상의 PSNR 값이 2차원 좌/우 영상의 평균값과 복합영상의
PSNR 값보다 최대 약 2.8[dB]정도의 이득을 보여주었다.하지만 압축률이 1/50
이상에서는 2차원 좌/우 독립 영상의 평균값이 3차원 복합영상에 비해 2[dB]정도
의 이득을 보여주었으며,MPEG4에 비해 영상 전송 방식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6.1압축 방식과 압축률에 따른 복합 영상의 PSNR값 비교(x값:압축률,y값:
압축 방식,(1)JPEG2000의 압축률 변화에 대한 PSNR값,(2)MPEG4의 압축률 변
화에 대한 PSNR값,(3):JPEG2000과 MPEG4의 PSNR값 차이)

5555 10101010 15151515 20202020 50505050 100100100100

1.JPEG20001.JPEG20001.JPEG20001.JPEG2000 48.484448.484448.484448.4844 47.969947.969947.969947.9699 45.250845.250845.250845.2508 43.086143.086143.086143.0861 37.164337.164337.164337.1643 33.250433.250433.250433.2504

2.MPEG42.MPEG42.MPEG42.MPEG4 45.780645.780645.780645.7806 45.091845.091845.091845.0918 42.463542.463542.463542.4635 38.965238.965238.965238.9652 30.731430.731430.731430.7314 24.581924.581924.581924.5819

PSNR PSNR PSNR PSNR 차이차이차이차이 2.70382.70382.70382.7038 2.87812.87812.87812.8781 2.78732.78732.78732.7873 4.12094.12094.12094.1209 6.43296.43296.43296.4329 8.66858.66858.66858.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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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압축 방식과 압축률에 따른 우 영상의 PSNR 값 비교(x값:압축률,y값:
압축 방식,(1)JPEG2000의 압축률 변화에 대한 PSNR값,(2)MPEG4의 압축률 변
화에 대한 PSNR값,(3):JPEG2000과 MPEG4의 PSNR값 차이)

표 6.3압축 방식과 압축률에 따른 좌 영상의 PSNR 값 비교(x값:압축률,y값:
압축 방식,(1)JPEG2000의 압축률 변화에 대한 PSNR값,(2)MPEG4의 압축률 변
화에 대한 PSNR값,(3):JPEG2000과 MPEG4의 PSNR값 차이)

표 6.4JPEG2000좌,우 독립적인 압축 방식을 사용했을 때,좌 우 PSNR값의 평
균과 복합 영상의 PSNR 값의 비교(x값:압축률,y값:좌,우,복합 영상,(1)우영
상의 PSNR,(2)좌영상의 PSNR,(3)좌,우 영상의 PSNR값 평균,(4)필드 교차
식 방식의 PSNR값,(5)좌,우 영상의 PSNR값-복합 영상의 PSNR값)

5555 10101010 15151515 20202020 50505050 100100100100

JPEG2000JPEG2000JPEG2000JPEG2000 47.693847.693847.693847.6938 44.941444.941444.941444.9414 42.25542.25542.25542.255 40.274640.274640.274640.2746 36.987936.987936.987936.9879 35.176435.176435.176435.1764

MPEG4MPEG4MPEG4MPEG4 46.581746.581746.581746.5817 44.696244.696244.696244.6962 40.082540.082540.082540.0825 38.689538.689538.689538.6895 35.144435.144435.144435.1444 31.538831.538831.538831.5388

PSNR PSNR PSNR PSNR 차이차이차이차이 1.11211.11211.11211.1121 0.24520.24520.24520.2452 2.17252.17252.17252.1725 1.58511.58511.58511.5851 1.84351.84351.84351.8435 3.63763.63763.63763.6376

5555 10101010 15151515 20202020 50505050 100100100100

JPEG2000JPEG2000JPEG2000JPEG2000 47.618947.618947.618947.6189 45.271845.271845.271845.2718 42.516542.516542.516542.5165 40.648840.648840.648840.6488 37.390837.390837.390837.3908 35.594235.594235.594235.5942

MPEG4MPEG4MPEG4MPEG4 46.498346.498346.498346.4983 44.572244.572244.572244.5722 40.617840.617840.617840.6178 39.205539.205539.205539.2055 35.614135.614135.614135.6141 31.674431.674431.674431.6744

PSNR PSNR PSNR PSNR 차이차이차이차이 1.12061.12061.12061.1206 0.69960.69960.69960.6996 1.89871.89871.89871.8987 1.44331.44331.44331.4433 1.77671.77671.77671.7767 3.91983.91983.91983.9198

5555 10101010 15151515 20202020 50505050 100100100100

RightRightRightRight 47.693847.693847.693847.6938 44.941444.941444.941444.9414 42.25542.25542.25542.255 40.274640.274640.274640.2746 36.987936.987936.987936.9879 35.176435.176435.176435.1764

LeftLeftLeftLeft 47.618947.618947.618947.6189 45.271845.271845.271845.2718 42.516542.516542.516542.5165 40.648840.648840.648840.6488 37.390837.390837.390837.3908 35.594235.594235.594235.5942

Average(riAverage(riAverage(riAverage(ri

ght+left)/ght+left)/ght+left)/ght+left)/

2222

47.6563547.6563547.6563547.65635 45.106645.106645.106645.1066 42.3857542.3857542.3857542.38575 40.461740.461740.461740.4617 37.1893537.1893537.1893537.18935 35.385335.385335.385335.3853

복합 복합 복합 복합 영상영상영상영상 48.484448.484448.484448.4844 47.969947.969947.969947.9699 45.250845.250845.250845.2508 43.086143.086143.086143.0861 37.164337.164337.164337.1643 33.250433.250433.250433.2504

PSNR PSNR PSNR PSNR 차이차이차이차이 -0.82805-0.82805-0.82805-0.82805 -2.8633-2.8633-2.8633-2.8633 -2.86505-2.86505-2.86505-2.86505 -2.6244-2.6244-2.6244-2.6244 0.025050.025050.025050.02505 2.13492.13492.13492.1349



- 66 -

표 6.5MPEG4좌,우 독립적인 압축 방식을 사용했을 때,좌 우 PSNR값의 평균
과 복합 영상의 PSNR 값의 비교(x값:압축률,y값:좌,우,복합 영상,(1)우영상
의 PSNR,(2)좌영상의 PSNR,(3)좌,우 영상의 PSNR값 평균,(4)필드 교차식
방식의 PSNR값,(5)좌,우 영상의 PSNR값-복합 영상의 PSNR값)

그림 6.73차원 복합 영상 MPEG4압축

5555 10101010 15151515 20202020 50505050 100100100100

RightRightRightRight 46.581746.581746.581746.5817 44.696244.696244.696244.6962 40.082540.082540.082540.0825 38.689538.689538.689538.6895 35.144435.144435.144435.1444 31.538831.538831.538831.5388

LeftLeftLeftLeft 46.498346.498346.498346.4983 44.572244.572244.572244.5722 40.617840.617840.617840.6178 39.205539.205539.205539.2055 35.614135.614135.614135.6141 31.674431.674431.674431.6744

Average(riAverage(riAverage(riAverage(ri

ght+left)/ght+left)/ght+left)/ght+left)/

2222

46.5446.5446.5446.54 44.634244.634244.634244.6342 40.3501540.3501540.3501540.35015 38.947538.947538.947538.9475 35.3792535.3792535.3792535.37925 31.606631.606631.606631.6066

복합 복합 복합 복합 영상영상영상영상 45.780645.780645.780645.7806 45.091845.091845.091845.0918 42.463542.463542.463542.4635 38.965238.965238.965238.9652 30.731430.731430.731430.7314 24.581924.581924.581924.5819

PSNR PSNR PSNR PSNR 차이차이차이차이 0.75940.75940.75940.7594 -0.4576-0.4576-0.4576-0.4576 -2.11335-2.11335-2.11335-2.11335 -0.0177-0.0177-0.0177-0.0177 4.647854.647854.647854.64785 7.02477.02477.0247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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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3차원 복합 영상 JPEG2000압축

그림 6.92차원 좌 영상 MPEG4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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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2차원 좌 영상 JPEG2000압축

그림 6.112차원 우 영상 MPEG4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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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2차원 우 영상 JPEG2000압축

제제제 777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토토토의의의

본 논문은 기존의 원격 의료 시스템에서 전송되는 의료 영상이 대부분 2차원 영
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3차원 스테레오 비젼 기반의 원격 의료 시스
템을 설계하였다.2차원 영상을 기반으로 3차원 깊이 정보를 갖는 변위도(Disparity
Map)를 작성하여 사물에 대한 설득력 있는 깊이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하였
으며,3차원 원격 의료 시스템을 위한 스테레오 영상 복합기를 설계하였다.본 연구
에서 설계된 스테레오 영상 복합기는 실시간 좌/우 스테레오 영상을 단일 필드로써
병합이 가능하고,필드 교차식 3차원 영상의 획득이 가능하며 좌/우 독립 영상의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게 설계하였다.설계된 시스템 중 3차원 필드 교차식 데이터
의 획득은 관찰자가 데이터를 입체로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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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데이터를 합성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은 실시간 스테레오 정합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시스템에서 좌/우 독립된 2차원 데이터를 하드웨어 장치에
저장하는 기능은 촬영된 물체의 깊이 정보를 계산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또한
3차원 스테레오 영상의 네트워크를 통한 원할한 전송을 목적으로 하며,지연 없는
네트워크 전송을 위한 영상 압축기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전송에 적합한 압축기
법을 MPEG4와 JPEG2000을 비교하였으며,적정 압축률을 정학 PSNR수치를 비교
하여 연구하였다.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안면 영상에 대한 스테레오 정합 방법을 연구하였고 안면 영상에 적합한 상관함
수 및 상관 윈도우의 크기를 결정하였다.연구 결과 최대 비용함수인 ZNCC를 이용
한 결과가 안면영상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고,스테레오 정합에 적합한 상관 윈
도우의 크기는 5x5라는 결과를 내렸다.

2.3차원 스테레오 원격 의료 시스템에서 스테레오 데이터 획득을 위한 소프트웨어
를 설계하여,필드 순차(Fieldsequential)방식의 3차원 복합 영상을 획득하였고,깊
이 정보 추출 및 네트워크 전송을 위한 좌/우 독립 영상들을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
하였다.실험 결과,3차원 스테레오 원격 의료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동기화된 스
테레오 영상의 스테레오 영상의 획득이 가능하였고,관찰자에게 사실감 있는 스테
레오 영상을 제공하였다.

3.네트워크를 통한 3차원 스테레오 영상의 전송에 적합한 전송 기법에 관한 연구
를 MPEG4와 JPEG2000을 이용하여 비교 연구하였다.또한 네트워크 대역폭에 적
합하며 영상 품질을 PSNR값에 근거하여 영상 압축률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결과
JPEG2000방식을 사용한 영상이 MPEG4방식을 사용한 영상보다 평균 5.3[dB]높
았으며 MPEG4는 5:1JPEG2000은 7:1정도의 압축률이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대 압축률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또한 압축률에 따른 2차원과 3차원 영상의 영상
품질 비교한 결과 MPEG4의 경우,3차원 복합 영상의 전송 방식이 2차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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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영상의 전송 방식보다 최대 2.1[dB]의 영상 품질의 우위를 보여주었다.하지만
압축률이 1/20이상인 경우는 3차원 복합 영상의 영상품질이 2차원 좌,우 독립적
인 영상 전송방식에 비해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었고,1/100의 압축률의 경우 최대
9[dB]정도의 영상 품질의 차이를 보여주었다.JPEG2000의 경우 압축률이 1/50이
하에서는 3차원 복합 영상의 PSNR 값이 2차원 좌/우 영상의 평균값과 복합영상
의 PSNR 값보다 최대 약 2.8[dB]정도의 이득을 보여주었으나,압축률이 1/50이
상에서는 2차원 좌/우 독립 영상의 평균값이 3차원 복합영상에 비해 2[dB]정도의
이득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기존의 2차원 기반의 원격 의료 시스템에 3차원 스테레오 비젼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리라 생각된다.즉 임상의들에게
3차원 스테레오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사실감 있는 의료 영상의 관찰이 가능하
고,3차원 입체적응을 위한 훈련이 가능하며,원격지에서 사실감 잇는 영상을 관찰
함으로써 환자의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또한 영상에 대한 깊
이정보를 제공함으로써,2차원 영상이 갖는 추상적인 깊이 정보를 수치화되고 보다
설득력 있는 깊이 정보로 대체가능하며,향후 의료용 로봇 비젼이나 원격 수술과
미세한 수술에 대한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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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tothedevelopmentofthecomputingcapabilitiesandtheinstallationof
thewide-bandwidthnetwork,itcouldbepossibletoservethehighqualityof
themedicalserviceslikemobiletelemedicinesystem.Comparetotheformer
medicalservices,themobiletelemedicinesystemsprovidethehighqualityof
medicalservicetopatientsatthelongdistancesandmakepatientseasytobe
diagnosedoverwired-wirelessnetwork.However,fordoctors,itisnoteasyto
observetheconditionsofpatientsaccurately.Notonlydoctorshavenochoice
todiagnosepatients'casesbased on thepictureswhich imply thepatients'
injuries,butitalsohardtopresentrealconditionsofpatientsbasedon 2D
images.Thereforeitisacertainthatserving3D stereoscopicimagestodoctors
inmobiletelemedicinesystem mustbebeneficialfordoctorstodiagnoseand
importanttoimprovetheexisting mobiletelemedicinesystems.Inthispaper,
wewilldesignapropermodeltotransmit3D stereoimagesbasedonthetwo
video cameras overthe mobile telemedicine system.we willalso find the
optimizedwaytocompress3D stereoimages.Usuallyacopyofthe3D ste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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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containtwo2D images,thesizeofthe3D stereoimagegetbiggerthan
2D sources.Thereforeitisveryimportanttofindproperwaytocompress3D
imageseffectively.WewillcomparedMPEG4toJPEG2000imagescompression
waystofindproperwaytocompress3D medicalimages.Atlast,wewilltest
sixstereomatchingalgorithmstomakedisparitymaps.Itisveryimportantto
calculatethedisparitiesbetweenleftandrightimagesandconstructingexact
depth map ismeaningfulto improveaccuracy ofoperationsofthesurgery
robots.
Those systems would improve the quality ofthe medicaleducations by

serving the virtualreality models based on the 3D stereo visionalmobile
telemedicinesystems.Bymergingleftandrightimages,wecanconstruct3D
stereoimageswhichcontaindepthinformations,featuresofhumanorgans,and
accurateimageswhich 2D imagescannotbeexpressed.Furthermore,doctors
can diagnosepatientsmoreaccurately and they also can befreefrom the
restrictionofworkspacesandtimesfordiagnosisandoperations.
weproposedanew system asfollow:real-time3D stereovideocompression

systemsforimprovingmobiletelemedicinesystem,findingapropercompression
wayforthe3D medicalimages,andtestingsixrepresentativestereomatching
algorithmsforextractionofthedepthinformations.Real-time3D stereovideo
compressionsystem wasdesignedtomonitorinterlaced3D stereoimagesand
storagethosevideodata.Fortheefficientstereoimagecompressionratiowas
extractedbyMPEG4andJPEG2000usingPSNR(peaksignaltonoiseratio).

------------------------------------------------------------

key words : 3D stereo vision, mobile telemedicine, JPEG2000, MPEG4, Disparity 

Map, Virtual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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