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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 정합부터 전역적 정합까지 다양한 범위의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의 조합으로
유연하게 작동하는 GPU 기반의 병렬처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프레임워크는 안드로이드 OS 가
탑재된 스마트 폰, 리눅스 기반의 Odroid 임베디드 보드, PC 세 플랫폼에 OpenCL 로 구현되어 임베디드
GPU 부터 고성능 GPU 까지 대부분의 GPU 상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각 플랫폼 모두 CPU 와 GPU 중
선택한 프로세서로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실험결과를 통해 각 플랫폼에서 다양한
알고리즘 조합에 따른 GPU 실행 시간과 정확도를 제시한다.

1. 서 론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
들이 광범위하게 연구됐다. 기존 연구[1]에서는 다
양한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제시
하였다. 스테레오 정합의 구성은 (1) 정합 비용
(matching cost) 계산 (2) 비용 집계 (cost aggregation)
(3) 변위(disparity) 계산 및 최적화(optimization) (4)
변위 개선(refinement)의 단계로 분류된다. 각 단계에
서는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다양한 알고리즘을 포
함하고 있으며 정확도와 계산량의 상보관계에 따라
특정 응용분야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한다.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
산 속도와 정확도 간의 절충(trade-off)을 정하는 것
이다.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은 변위 탐색 시 수많
은 반복문을 돌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요구한다.
또한 비용 집계(cost aggregation)와 최적화 부분은 알
고리즘 수행 시간을 늘리고 복잡하게 만든다. 하지
만 반복문의 대부분은 GPU 병렬화를 통해 고속으
로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다. PC 환경에서 GPU 를
활용하여 복잡한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을 최적화
한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존재하지만[2, 3], 하드웨
어적 제한을 가진 기기에서 복잡한 스테레오 정합
을 구현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는 기존에 존재하던 스테레
오 정합 알고리즘의 조합을 기반으로 GPU 병렬화
를 통한 고속 수행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과정을 C 언어와 OpenCL 을 이용한 GPGPU
프로그래밍으로 서로 다른 세 GPU 플랫폼에 구현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

계산 속도와 정확도를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적
용할 수 있는 스테레오 정합 프레임워크.

⚫
⚫

기존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을 최신 임베디드
보드의 CPU / GPU 에 적용한 성능 분석결과.
스마트폰, 임베디드 보드(Odroid XU4) 그리고
PC 세 플랫폼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멀
티 플랫폼 스테레오 정합 프레임워크.

2. 스테레오 정합 프레임워크
본론에서는 기존 연구[1]에서 제안한 다양한 알
고리즘의 조합을 적용하여 전처리 과정, 정합 비용
계산, 변위 계산 및 변위 최적 개선 작업의 단계로
이루어진 GPU 병렬처리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제안
한다. 또한 단계별로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조합을
통해 정확하고 빠른 스테레오 정합 수행 법을 제안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스테레오
카메라로부터 직접 촬영한 영상 데이터와 표준 스
테레오 영상 데이터 모두에 대하여 성능을 측정하
였다. 상기 알고리즘 전체 과정은 C 와 OpenCL 을
이용하여 CPU 와 GPU 에서 모두 구현되었다.

2.1 전처리 과정
전처리 과정에서는 스테레오 카메라의 좌/우 영
상의 잡음(noise)을 처리하기 위해 55 크기의 가우
시안 커널로 전처리 과정을 적용하였다.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 영상은 Gradient 필터 또는 Census
필터를 통해 더 정제될 수 있다. 두 필터는 스테레
오 정합시 비용 계산 부분에서 텍스처가 없는 영역
의 변위 오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용이하다. Census
필터는 텍스처가 없는 영역을 다루는 데 좋지만, 병
렬처리에는 용이하지 않으므로 변환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된다. 따라서 전처리 과정의 시간적 비용
을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radient 필터를 기
본 전처리 필터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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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스테레오 정합 프레임워크와 각 단계

2.2 정합 비용 계산
정합 비용계산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Sum of
absolute difference (SAD)와 Adaptive support weight
(ASW) [4] 두 가지 알고리즘을 차용하였다. 두 알고
리즘 모두 윈도의 폭과 높이에 따라 4 개의 주 반복
문을 영상의 너비와 높이에 각각 적용하여 실행한
다. 본 연구에서는 GPU 에서 상위 2 개의 반복문을
병렬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2.3 변위 계산
변위 지도(disparity map) 계산을 위해 우리는 다양
한 최적화 기법에 대해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3
가지 방법으로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며 이는 지역
적 기법(local), 반전역적 기법(semi-global), 전역적
기법(global)으로 구성된다. 지역적 기법에서는 비용
볼륨(cost volume)을 개선하기 위한 부가적인 과정을
적용하지 않고 winner-takes-all (WTA) 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최종 변이 지도를 얻게 된다.
반전역적 최적화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적
프로그래밍 기반의 SGM[5]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SGM 은 제한조건을 통해 1 차원 화소 배열에서 모
호하거나 잘못된 정합 비용 계산에 페널티를 부여
한다. 반전역적 기법의 주요 원리는 2 차원 영상에
서 다양한 방향의 1 차원 화소 배열의 변위 최적화
를 수행하는 것이다. 비용 계산시 경로 최적화에 적
합한 동적 프로그래밍은 최소 비용을 찾는 데 유용
하다. 또한 SGM 기법은 계산 복잡도와 정확도 사이
에서 균형 잡힌 절충점을 제공한다.
전역적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면 지역적, 반전역
적 기법에서 잡음이 많고(noisy) 텍스처가 없는
(textureless) 영역의 부정확한 정합 비용 계산을 줄
일 수 있다. 전역적 기법에서는 2 차원 영상 전체에
서 최적화를 진행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하
지만 2 차원 상의 최적화 작업은 상당한 비용과 복
잡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합 비용을
계산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비용을 줄이
기 위해 hierarchical belief propagation (Hier-BP) [6] 알
고리즘을 도입하였다. Hier-BP 는 피라미드형으로 구
축된 영상 층을 반복적으로 최적화하여 전역적으로
정합 비용을 최적화한다. Hier-BP 는 각 영상 층에서
이웃 화소 간 신뢰 메시지(belief messages) 전파를
통해 최적화를 수행한다. 이러한 메시지 전파는 최

상층에서 최하층까지 N 번의 반복을 거쳐 수행된다.
상위층에서 메시지 전파가 끝난 융합된 화소는 불
필요한 계산을 줄여 시간 비용적 이득을 볼 수 있
게 한다. 또한 Hier-BP 는 계층적 구조 접근법을 통
해 적은 반복으로 전역적 최소 비용(global minimum)
에 도달할 수 있다.

2.4 후처리 기법
최종 변이 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후처리 과정으
로 weighted median filter(WMF) [7] 를 사용하였다.
WMF 는 측정된 변이 지도를 기반으로 정합 비용을
개선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측정하려는 변이거리에
서 비용은 1 로 주어지고 나머지는 0 으로 초기화한
뒤 각 변이 거리에 가중 필터(weighted filter)가 적용
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WMF 적용 시 윤곽선
검출 및 잡음 제거를 위해 bilateral 필터를 사용하였
다. 그 외 domain transform filter 와 같은 윤곽선 검출
필터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GPU 기반의
프레임워크에서는 복잡도만 증가하므로 제외하였다.

3. 실험 결과
본 실험은 Samsung Galaxy Note 8 (Mali-G71 MP20),
Odroid XU4 (Mali-T628 MP4) 그리고 PC (Nvidia GTX
1080TI) 3 종의 다른 플랫폼으로 동일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시행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
크를 평가하기 위해 ground truth 를 포함한 기존
Middlebury 스테레오 데이터 셋[8] 를 활용하였다.
실험 결과의 수치적 지표로서 mean square error (MSE)
와 bad pixel percentage (BP %) 를 사용하였다.
그림 3 및 그림 4 를 통해 본 실험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통해 SAD 는 변위
의 불연속적 구간에서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ASW 알고리즘은 윤곽선 보존에 뛰어나며 텍
스처가 없는 연속 구간을 잘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 전역적 기법의 SGM 과 전역적 기법의
Hier-BP 는 지역적 기법에 비해 잡음과 윤곽선 처리
에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SW
와 Hier-BP 의 조합을 통해 가장 정확한 변이 지도
를 추출할 수 있다.
정합 비용계산과 변위 최적화에 대한 정량적 평
가는 Table 1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GM 과 Hier-BP
를 이용하여 최적화하였을 때 정확도가 상당히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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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변이 지도의 정확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
Algorithms
SAD
ASW
SAD+SGM
ASW+SGM
SAD+HierBP
ASW+HierBP

그림. 3 제안된 프레임워크에서 MiddleBury 스테레오
데이터 셋을 이용한 정성적 평가. 영상 해상도는 각
각 463x370, 450x375, 463x370, 384x288, 450x375.

Average MSE

Average BP%

22.88
14.99
11.06
7.36
6.07
4.56

12.40
8.31
6.10
4.36
5.92
4.11

Table 2. 세 기기에서 측정된 계산 시간(단위: 초)
Algorithms
SGM
BP

Desktop
0.25
0.54

Note8
4.54
5.01

Odroid
13.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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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그림. 4 스테레오 카메라(영상 해상도: 640480)를 이
용한 정성적 평가.

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용 계산 방식
에서 ASW 기법이 SAD 기법보다 높은 정확도를 얻
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 SAD 와 ASW 의
탐색 윈도우 크기는 각각 55 와 2525 를 사용하였
다. SGM 의 경우 90 도 간격의 4 방향 탐색을 통해
반전역적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그림 4 에서 보인 영상에 대해 세 가지 플랫폼의
GPU 에서 측정된 계산 시간은 Table 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정합 비용 계산 방식으로는 시간 복
잡도가 낮은 SAD 기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전적인 스테레오 정합 알고리즘
부터 최근에 도입된 알고리즘을 CPU 와 GPU 에서
유연하게 동작하게 하는 OpenCL 기반의 프레임워
크를 소개하였다. 또한 상용 스마트폰, 임베디드 보
드, PC 의 서로 다른 세 플랫폼에서 수행한 실험 결
과를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프레임
워크가 수행 속도와 변위 지도의 정확도 사이에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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