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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스테레오 변위 결정 방법은 기준 화소를 중심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수의 화소를 포함하는 기준 창(referen
ce window)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탐색 범위 내에 있고 기준 창과 동일한 형태를 가진 상기 탐색 영상내 각 탐색 창(s
earch window)에 포함된 화소들의 밝기(intensity)와 유사한 상기 기준 창의 화소 수를 나타내는 정합 화소 수(mat
ching pixel count: MPC)를 이용하여 상기 기준 창과 상기 각 탐색 창간에 유사도 측정치를 계산하고, 기준 화소에 대
한 스테레오 변위로서 유사도 측정치가 가장 크게 되는 탐색 창과 상기 기준 창 간의 변위를 결정함으로써, 기준 영상과 
그의 임의의 기준 화소에 대한 탐색 영상간의 스테레오 변위를 결정한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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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에피폴라 구속 조건에 구속되는 정합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SAD와 MPC 유사도 측정 방법의 성능 비교를 도시하는 도면.

도 3a 및 3b는 MPC 유사도 측정 방법에 내재된 중복 연산을 도시하는 도면.

도 4a 및 4b는 중복 계산이 제거된 MPC 유사도 측정 방법을 도시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MPC 유사도 측정 방법에 대한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변위 지도 D(x,y)를 결정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7a는 도 6에 도시된 장치의 P-버퍼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7b는 도 6에 도시된 장치의 V-버퍼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8a는 도 6에 도시된 장치의 P-유니트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8b는 도 8a에 도시된 P-유니트의 D_P 유니트의 회로도.

도 9는 도 6에 도시된 장치의 MPC-유니트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MPC-유니트의 논리 회로도.

도 11은 도 6에 도시된 장치의 Max _ MPC 선택부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장치의 C& A(n) 셀의 논리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P-버퍼

220 : MPC-유니트

230 : Max _ MPC 선택부

300 : V-버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영상 처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2개의 서로 다른 영상 내의 화소의 유사도 측정 방법과 이를 효율적으
로 구현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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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변위 추정은 3차원 또는 스테레오 비젼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이다. 스테레오 변위는 기
준 영상 내의 하나의 화소와 탐색 영상내의 다른 하나의 화소사이의 오프셋 또는 변위를 의미하며, 각각의 화소는 물리
적 공간내의 동일한 점에 대응된다. 기준 및 탐색 영상은 각각 왼쪽 및 오른쪽 눈으로 본 영상이다. 기준 영상내의 주어
진 화소에 정합되는 탐색 화소내의 화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두 영상내의 화소에 대한 좌표가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 그 
뒤, 유사도는 기준 영상내의 주어진 화소(즉, 기준 화소)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크기의 창 내의 화소들과 대응점이라
고 간주되어지는 탐색 영상의 화소들을 중심으로 하는 같은 크기의 창 내의 화소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탐색 영상 
내에서 최대치의 유사도를 갖는 화소를 기준 화소에 정합되는 화소로 본다.
    

기준 영상의 매 화소에 대해 탐색 범위 내의 모든 후보 대응 화소에 대해 유사도를 구하여 기준 영상에 대한 변위 지도
를 작성한다. 후보 대응 화소를 " 에피폴라 구속 조건" 을 적용하여 기준 화소와 동일 수평선상의 화소로 제한함으로써, 
변위 지도를 훨씬 간단히 작성할 수 있다.

도 1은 에피폴라 구속 조건에 의한 정합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기준 영상의 별표시된 화소의 대응점을 탐색 영상에서 
찾기 위해, 기준 화소를 중심으로 한 창과 탐색 영상내의 후보 대응 화소를 중심으로 한 창과의 유사도를 탐색 영상내의 
창을 탐색 영역내에서 수평선을 따라서 이동시키면서 계산한다. 탐색 영상 내에서 최대치의 유사도를 갖는 후보 탐색 
화소를 기준 화소에 정합되는 화소로 본다. 정합되는 화소와 기준 화소간의 변위를 기준 화소에 대한 스테레오 변위가 
된다.

    
정합되는 화소를 결정하기 위한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화소 간의 밝기차를 보는 SSD (Sum of Squared Diffe
rences) 및 SAD (Sum of Absolute Differences) 방법과 상관 관계를 보는 NCC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방법 등이 있다. SSD, SAD, NCC 등의 유사도 측정 방법은 한 탐색 화소가 변위 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주어진 탐색 화
소의 밝기값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화소 간의 밝기 변화가 큰 영역의 변위 경계선이 밝기 변화가 작은 영역으로 연장
되는 " 경게의 지나침 (boundary overreach)" 이라는 현상이 생기고, 이 때문에 물체의 경계 부분에서 잘못된 변위값
을 발생시킨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탐색 화소의 밝기값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정합창 내에서 밝기가 비슷한 정합 화소의 개수(
matching pixel count: MPC)를 사용한 유사도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스테레오 변위 추정에서 경계의 지나침 현상을 
막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하나의 목적은 상기 방법을 실시간에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스테레오 변위 추정용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는 기준 영상(reference image)과 상기 기준 영상의 임의의 기준 화소에 대한 탐색 영상(se
arch image) 간의 스테레오 변위(stereo disparity) 결정 방법에 있어서, (i) 상기 기준 화소를 중심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수의 화소를 포함하는 기준 창(reference window)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탐색 범위 내에 있고 상기 기준 창과 
동일한 형태를 가진 상기 탐색 영상내 각 탐색 창(search window)에 포함된 화소들의 밝기(intensity)와 유사한 상기 
기준 창의 화소 수를 나타내는 정합 화소 수(matching pixel count: MPC)를 이용하여 상기 기준 창과 상기 각 탐색 
창간에 유사도 측정치를 계산하는 단계 및 (ii) 상기 기준 화소에 대한 스테레오 변위로서 상기 유사도 측정치가 가장 
크게 되는 탐색 창과 상기 기준 창 간의 변위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변위 결정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기준 영상과 상기 기준 영상의 임의의 기준 화소에 대한 탐색 영상간의 스트레오 변위 결정 
장치에 있어서, (i) 상기 기준 화소를 중심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수의 화소를 포함하는 기준 창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탐색 범위내에 있고 상기 기준 창과 동일한 형태를 가진 상기 탐색 영상내 각 탐색 창에 포함된 화소들의 밝기와 유사한 
상기 기준 창의 화소 수를 나타내는 정합 화소 수(MPC)를 이용하여 상기 기준 창과 상기 각 탐색 창간에 유사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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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계산하는 제1 수단 및 (ii) 상기 기준 화소에 대한 스테레오 변위로서 상기유사도 측정치가 가장 크게 되는 탐색 
창과 상기 기준 창간의 변위를 결정하는 제2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수단은 (i1) 하기 식
    

P(x,y,d) = 1, 만약 ｜(B R(x,y) - B L (x+d,y))｜ ≤ Th

= 0, 그외의 경우,

(여기서 BR(x,y)은 상기 기준 창의 (x,y)에 위치한 화소 R(x,y)의 밝기 값을 나타내고, B L (x+d,y)은 상기 탐색 창
의 (x+d,y)에 위치한 화소 L(x+d,y)(d는 0에서 이미 정해진 수 Sr까지를 변역으로 함) 의 밝기 값을 나타내고, Th
는 이미 정해진 문턱값임) 에 의해 P(x,y,d)를 계산하는 P-유니트, (i2) 상기 P-유니트로 부터의 P(x,y,d)값을 저장
하기 위한 P-버퍼, (i3) 하기 식

(여기서 wx=(Wx-1)/2 이고 wy=(Wy-1)/2 임) 에 의해 d=0 에서 d=Sr까지의 MPC(x,y,d)를 결정하기 위한 제
3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2 수단은 상기 기준 화소에 대한 스테레오 변위로서 MPC(x,y,d)가 가장 큰 값이 되는 d 값
을 선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스테레오 변위 결정 장치에 대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출원에서 서술되고 청구된 방법에 따르면, MPC가 기준 영상내의 기준 창과 탐색 영상내의 복수개의 탐색 창 각각에 
대한 유사도 측정에 이용된다. 여기서는 한 화소가 유사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기값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함으로써 영상
의 경계 부분에서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MPC는 기준 영상 내의 임의의 기준 화소를 중심으로 하여 미리 정해
진 수의 화소를 포함하는 기준 창(reference window)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탐색 범위 내에 있고 기준 창과 동일한 형
태를 가진 탐색 영상 내 각 탐색 창(search window)에 포함된 화소들의 밝기(intensity)와 유사한 기준 창의 화소수
로 계산된다.
    

기준 창 및 탐색 창이 에피폴라 구속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준 영상 내의 기준 창과 탐색 영상 내의 탐색 창 사이의 
MPC(x, y, d)값은 기준 창 및 탐색 창이 Wx x Wy개의 화소를 포함할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1

여기서, BR(x,y)은 상기 기준 창의 (x,y)에 위치한 화소 R(x,y)의 밝기 값을 나타내고, B L (x+d,y)은 상기 탐색 창의 
(x+d,y)에 위치한 화소 L(x+d,y)의 밝기 값을 나타낸다. 또한, Th는 미리 정의된 문턱값이고, wx 및 wy은 각각 창
의 중앙에 서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경계까지의,거리이다.

P(x, y, d)는 두개의 영상에서 R(x, y), L(x+d, y)에 대해 화소 밝기가 비슷하면 1, 비슷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다. 기준 영상내 R(x, y) 화소에 대한 변위값은 모든 탐색 범위 d (d=0∼Sr)에 대해 MPC(x, y, d)를 구한 후 이 값
이 최대가 되는 d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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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SAD 및 MPC 유사도 측정 방법의 비교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기준 영상내의 밝기값과 탐색 영상내의 밝기
값을 비교해보면, 밝기값이 각각 10, 200, 및 10인 기준 영상내의 3개의 상위 화소의 변위는 0이며, 밝기값이 각각 1
50, 80, 60, 70, 200, 및 250인 기준 영상내의 6개의 하위 화소의 변위는 1이 된다.

밝기값이 80인 기준 화소의 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 영상내의 기준 창과 탐색 영상내의 각각의 탐색 창의 유사도
가 SAD 또는 MPC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기준 창과 가장 유사한 탐색 창이 선택된다. 기준 창과 선택 창간의 변위는 기
준 화소에 대한 두 영상사이의 변위가 된다. 도 2에는 간단히 2개의 탐색 창만이 도시되어 있다.

SAD 방법에서는 SAD(3, 2, 0) 및 SAD(3, 2, 1)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단, abs()는 절대값임)

SAD(3, 2, 0) = abs(10-10) + abs(200-200) + abs(10-10) + abs(140-150) + abs(150-80) + abs(80
-60) + abs(80-70) + abs(70-200) + abs(200-250) = 290

SAD(3, 2, 1) = abs(200-10) + abs(10-200) + abs(250-10) + abs(150-150) + abs(80-80) + abs(60
-60) + abs(70-70) + abs(200-200) + abs(250-250) = 620.

SAD(3, 2, 0) 멎 SAD(3, 2, 1)에서 3 및 2는 각각 기준 화소의 x 및 y 좌표이며,0 또는 1은 SAD가 계산되는 기준 
창 및 탐색 창간의 변위이다. SAD 방법에서 기준점에 대한 변위는 SAD값이 가장 작은 즉, 0인 변위이다.

MPC방법에서는 MPC(3, 2, 0) 및 MPC(3, 2, 1)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MPC(3, 2, 0) = 1 + 1 + 1 + 0 + 0 + 0 + 0 + 0 + 0 = 3

MPC(3, 2, 1) = 0 + O + 0 + 1 + 1 + 1 + 1 + 1 + 1 = 6

MPC 방법에서 기준점에 대한 변위는 MPC값이 가장 큰 즉, 1인 변위이다.

위의 예에서는 SAD 방법에 의해서는 잘못된 변위값이 나오는데, 이는 밝기 값의 분산이 큰 기준 창의 3개의 상위 화소
가 밝기값의 분산이 작은 6개의 하위 화소에 비해 유사도 계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도 3a 및 3b는 MPC 유사도 측정 방법에 내재된 중복 연산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에피폴라 구속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
준 영상의 모든 화소에 대해 MPC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산량은 (Ix×Iy)×(Wx×Wy)×Sr에 비례한다. 여기서 (Ix×
Iy)는 영상의 크기,(Wx×Wy)는 창의 크기, Sr은 탐색 범위를 나타낸다. 이처럼 많은 계산량이 필요한 것은 MPC 방법
에 내재되어 있는 중복 계산에서 기인한다.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 점 R(x, y)와 L(x+d, y) 사이의 MPC 값이 결정되었다면, R(x+1, y)와 L(x+1+d, 
y) 사이의 MPC 값을 결정할 때는 2개의 수평으로 변위된 창에서 겹치는 부분에 대응되는 계산은 중복되는 계산일 것
이다. 마찬가지로, R(x, y+1)과 L(x+d, y+l) 사이의 MPC 값을 결정할 때는 도 3b에서 2개의 수직으로 변위된 창에
서 겹치는 부분에 대응되는 계산은 중복되는 계산일 것이다.

이러한 많은 양의 중복 계산은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버퍼를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고, 전체 계산량을 창의 크기에 영향
을 받지 않는 (Ix×Iy)×Sr에 비례하는 양으로 줄일 수 있다.

도 4a 및 4b는 중복 계산을 제거한 MPC 값 계산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으로서, 단순히 기준 영상의 화소만 도시되어 있
다. V(x, y, d)는 R(x, y) 및 L(x+d, y)를 중심으로 하는 Wy 개의 화소의 그룹인 2개의 수직 방향 부분간의 정합화
소 개수를 나타낸다. MPC(wx, y, d)는 하기의 식에 의해 V값을 더하여 계산한다.

수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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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학식 2에서 wx 보다 큰 x에 대해서는, MPC(x, y, d)는 전 단계에서 계산된 MPC의 값 MPC(x-1, y, d)로부
터 하기의 식과 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수학식 3

상기 수학식 2 및 수학식 3에서, wx 및 wy는 창의 중앙에서 각각 수평 및 수

직 방향으로 경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즉, 다음과 같다.

수학식 4

비슷한 방법으로, 열의 최초의 V값인 V(x, wy, d)는 다음과 같이 수직 부분에 대한 P(·)를 더하여 계산한다.

수학식 5

여기서 P(x, xy-1, d)는 수학식 1에서와 같이 R(x, y) 및 L(x+d, y)의 값이 비슷하면 1, 그렇지 않으면 O의 값을 
갖는다. wy보다 큰 y에 대해서는, V(x, y, d)는 종전에 계산된 값인 V(x,y-1,d)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수학식 6

기준 영상 및 탐색 영상에 대해 스테레오 변위 추정을 시작할 때, 수학식 5에 따라 R(x, wy)와 L(x+d, wy)를 중심으
로 하는 수직선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V(x, wy, d)가 모든 x와 d값, 즉 x=O∼Ix-l, d=O∼Sr에 대해 먼저 계산된
다. 즉, 각각의 x값에 대해서 탐색 범위(Sr+1) 만큼의 V값인 V(x, wy, O), V(x, wy, 1), V(x, wy, 2), …, V(x, w
y, Sr)이 구해진다. 구해진 V 값은 Ix×(Sr+1) 크기의 V 버퍼에 저장된다.

수학식 2에서, MPC(wx, y, d)는 기준 영상의 wx번째 열의 화소인 R(wx, y)와 탐색 영상의 화소 좌표 L(wx+d, y)
를 중심으로 하는 정합창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며, 수직선 간의 정합 V(wx+i, y, d)를 i=-wx부터 wx까지 누적하여 
MPC 버퍼에 저장함으로써 초기화된다. 이러한 MPC 버퍼의 초기화는 각 행의 (wx)번째 화소에 대해 수행된다.

wx 보다 큰 x 값에 대하여, MPC(x, y, d)는 수학식 3과 도 4a에 나타낸 것과 같이 MPC 버퍼에 저장되어 있던 동일한 
행내의 이전 화소에 대한 MPC인 MPC(x-1, y, d)를 사용함으로써 계산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계산된 MPC 값에 
창에 새로 추가되는 수직선에 대한 V 값인 V(x+wx, y, d)를 더하고, 창에서 제외되는 수직선에 대한 V 값인 V(x-w
x-1, y, d)를 빼 줌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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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wy 보다 큰 y 값에 대하여 V(x, y, d)를 수직 방향의 중복 연산 없이 구할 수 있다. 즉, 수직선에 새로 첨가
될 화소간의 정합 P(x, y+wy, d)이 V 버퍼에 저장된 이전에 계산된 V 값 V(x, y-1, d)에 더해지고, 수직선에서 제
외되는 화소간의 정합 P(x, y-1-wy, d)이 V(x, y-1, d)로부터 감산된다.

요약하면,(wy)번째 행의 각 화소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선들에 대한 V 값으로 V 버퍼를 초기화하고, 한 행의 (wx)번째 
화소에 대한 MPC 값으로 MPC 버퍼를 초기화한 이후에는, 다른 MPC 값들은 수학식 3와 수학식 6의 연산에 의해 중복 
연산 없이 구할 수 있다. 이 때, 각 화소의 탐색 변위는 동일해야만 한다. 기준 영상의 화소 R(x, y)에 대해서 탐색 범
위 내에 있는 탐색 영상의 각각의 화소에 대한 MPC 정합 결과중 최대값을 갖는 화소가 L(x+d max , y)라면, dmax 가 
R(x,y)에 대한 스테레오 변위가 된다.

    
도 5에 이상에서 설명한 중복 계산이 제거된 MPC 스테레오 변위 추출을 위한 MPC 정합 알고리듬의 흐름도를 도시하
고 있다. 이 알고리듬의 입력으로 주어지는 것은 1) 기준 영상 및 탐색 영상에서 화소 R(x, y) 및 L(x, y)의 강도 (여
기서, x=0∼Ix-1, y=0∼Iy-1)와 2) 정합창의 크기를 나타내는 Wx 및 Wy (여기서, Wx 및 Wy는 흘수), 그리고 3) 
탐색 범위 Sr 등이 있다. 이 알고리듬의 출력은 각 화소에 대한 변위를 내포하고 있는 변위 지도 DM(x, y) (여기서, 
x=wx∼Ix-wx, y=wy∼Iy-wy)이다.
    

단계(S20)에서, y는 wy로 초기화된다. 이어서, 단계(S30)에서, d=0∼Sr, x=0∼Ix-1에 대한 V(x, wy, d)인 초기 
V 값이 계산되고, 그 결과가 V 버퍼내에 저 장된다. 화소의 x 좌표는 Ix-1보다 클 수 없고, R(x+d,y)가 계산 과정에
서 사용되기 때문에, x의 범위는 0 부터 Ix-1 가 아닌 0 부터 Ix-1-d의 범위에 있다.

    
단계(S100)에서, MPC 값은 x의 값에 따라 초기화 또는 갱신되며, V 값은 갱신된다. 이 단계는 각각의 x, y 및 d의 값 
(x=wx∼Ix+wx, y=wy∼Iy-wy-1, d=O∼Sr) 에 대하여 수행된다. x=wx일 때에는, 수학식 3이 그 행에서 제1 M
PC 값을 생성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x의 값이 Ix-d-wx 보다 작고 wx 보다 큰 경우에는 수학식 3 및 6이 수행된다. 
x의 값이 Ix-d-wx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V 값만이 갱신된다. y 가 증가된 이후에, 단계(S100)에서 갱신된 V 
값이 다음 행에 대한 MPC 값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단계(S40, S50, S60, S70, S80, S90 및 S95)가 주어진 x, y, d의 범위에 대하여 단계(S100)을 반복한다.

단계(S130 및 S140)은 기준 화소에 대한 변위로서 최대의 MPC 값을 주는 d 값을 결정한다. 모든 단계들이 완료된 이
후에, x=wx∼Ix-wx, y=wy∼Iy-wy에 대한 변위 지도 DM (x,y)이 얻어진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변위 값을 결정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한다. 장치는 P-버퍼(100), MPC-프로세서(200) 및 V
-버퍼(300)를 포함하되, 창의 크기를 7 x 7로 하기 위하여 Wx, Wy의 값은 7로 설정되고, S r는 63으로 설정된다. 기
준 및 탐색 영상의 화소값들과 두 화소가 유사한 지를 결정하는 문턱값 Th가 이 장치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동기화 신
호 HSync 및 Vsync 또한 장치의 입력으로 주어진다. 출력으로는 기준 영상의 화소 R(x, y)에서의 최대 MPC(x y, d) 
(=MaxV)와 그 때의 변위 DM(x, y)이 나오게 된다.

    
MPC-프로세서(200)는 P-유니트(210), MPC-유니트(220), Max_MPC선택부(230) 및 제어 유니트(240)의 네 부
분으로 구성된다. MPC-프로세서(200)에는 MPC-유니트 (220)가 (Sr+1)개 있어서, 각 기준 화소 R(x,y)에 대해서 
탐색 범위에 대해 (Sr+1)개의 MPC 값이 병렬로 계산된다. 화소값 R(x,y) 및 L(x+d,y)이 MPC-프로세서(200)의 
P-유니트(210)로 입력되어 수학식 1에 나타낸 P(x, y, d)를 계산하게 된다. P-유니트(210)에서는 주어진 (x,y)에 
대하여 (Sr+1)개의 P(x, y, d) (여기서, d=0 ∼ Sr) 값을 병렬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다음 연산을 위해 P
-버퍼(1OO)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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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장된 P(x, y, d) 값은 다시 (Sr+1)개의 MPC-유니트(220)으로 입력되어 MPC(x, y, d)와 V(x, y, d)를 
계산하게 된다. 동일한 d 값에 대한 P 값들의 세트인 벡터 Pv(d)가 P-버퍼(100)로부터 MPC-유니트(220)으로 입력
된다. MPC-유니트(220)에서 계산된 V(x, y, y)(도면에서의 Vo)는 V-버퍼(300)로 입력되어 저장된다. 각 MPC-
유니트(220)는 그 내부에서 계산된 V 값과 V-버퍼(300)으로부터 가져온 V 값을 사용하여 각 d에 대한 MPC값들을 
계산한다. 이를 위하여, 정합 창에 추가되는 수직선에 대한 V 값 Va와 정합 창으로부터 제거되는 수직선에 대한 V 값 
Vi이 각각 V-버퍼(300)로부터 각 MPC-유니트(220)에 제공된다.
    

Max_MPC 선택부(230)는 MPC-유니트(220)로부터 화소 R(x,y)에 대한 (Sr+1)개의 MPC 값을 받아서 가장 큰 값
(MaxV)을 선택하고, 그 때의 변위를 DM(x, y)에 출력한다.

도 7a에서는 P-버퍼(100)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P-버퍼는 MPC-프로세서(200)의 P-유니트(210)에서 계
산한 P(x, y, d)값들 (Pi로 도시됨)을 저장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MPC-프로세서에 있는 (Sr+1)개의 MPC-유니
트(220)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Sr+1)개의 병렬 (Ix×Wy) 비트 쉬프트 레지스터로 구성된다. P_R(x, y)로 표
시된 각각의 블록은 병렬로 들어오는 64개 (즉 (Sr+1)개)의 1-비트의 P(x, y, d) 값을 저장하게 되고, 이 값들은 시
스템 클록에 맞춰서 화살표 방향으로 쉬프트된다. 도 7a에서 블록의 각 행은 영상의 각 행에 대응하고, 블록의 각열은 
창의 수직선 (즉, 한 열내의 Wy 개의 연속 화소들)에 대응한다. 따라서, P-버퍼(100)의 좌측에서 출력되는 값들은 동
일한 수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화소들에 대한 P 값들, 즉 P(x, 0, d) ∼ P(x, Wy-1, d) 값이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P(x, 0, d) ∼ P(x, Wy-1, d) 값은 변위 d=0∼63에 대한 0 혹은 1 값을 가지는 64개의 P 값을 나타낸다. 이 값들은 
다시 변위 d 값에 따라 (S r+1)개의 벡터 Pv(d)로 재정렬되어, 각 d에 대해 Wy개(본 예에서는 7개)의 P 값들이 벡터 
Pv(d)를 구성한다. P-버퍼는 쉬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레지스터가 P 값들로 다 채워지는 경우, 즉 데이타
가 P-버퍼(100)로 처음 공급된 다음 1x×Wy 클록이 지나서부터 원하는 출력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P
v(d)가 P-버퍼(100)로부터 연속적으로 공급된다. P-버퍼(100)의 각각의 Pv(d)는 MPC-프로세서(200)의 각각의 
MPC-유니트에 피드-백(feed-back)되어, V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도 7b는 V-버퍼(300)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V-버퍼(300)는 Sr+1 개의 MPC-유니트(220)에서 계산된 V
(x, y, d)값을 임시로 저장한다. 그림에서 V_R(I)로 표시된 각각의 블록은 64 (d=0∼63)개의 3 비트 V(x, y, d) 값
을 저장한다. 각 블록의 데이터는 클럭에 동기를 맞춰서 다음 블록으로 쉬프트 된다. V_R(Wx) 및 V_R(0)에 저장된 
데이터는 정합 창에 더해지고 빼지는 수직 부분에 대한 V 값에 각각 대응되는 V-버퍼(300)의 출력들로 제공된다. 즉, 
Vw(0) 내지 Vw(63)의 각각은 MPC의 계산에서 d = 0에서 d = 63 까지에 대한 창에 더해지는 수직 부분에 대한 V 
값을 나타낸다. 유사하게, Vw(0) 내지 Vw(63)의 각각은 d = 0에서 d = 63 까지에 대한 창에서 제외되는 수직 부분
에 대한 V 값을 나타낸다. V-버퍼(300)는 (Ix-Wx) 클럭 사이클의 초기 시간 지연을 가지게 된다. V-버퍼(300)의 
출력은 식 (3)에 따라서 MPC 값을 계산하는데 사용되기 위해서 MPC-유니트(220)에 제공된다.
    

도 8a는 MPC-프로세서(200)에 포함되어 있는 P-유니트(210)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P-유니트(210)의 입
력은 R, S 및 Th가 있는데 R과 S는 기준 및 탐색 영상의 화소 값을 나타내고, Th는 P(x, y, d)값을 계산하기 위한 문
턱값이다. 화소 값의 변역이 0∼255(2 8 -1)로 가정하면, R과 S의 각각의 입력은 8 비트씩 할당되어 있다. P-유니트
(210)는 기준 영상 한 화소에 대해서 탐색 영상에서 (Sr+1)개 화소 값을 받아서, P(x, y, d)를 계산한다. D_P(d) -
d는 0에서 Sr을 범위로 함- 로 표시된 처리부는 기준 화소(즉, 기준 영상의 화소) 및 그에서 d만큼 떨어진 탐색 영상
의 한 화소에 대한 P(x, y, d) 값을 계산한다.

    
도 8b는 D_P 유니트(211)의 회로도를 나타낸다. 그림의 좌측에 있는 전 가산기(FA; 211-1)는 R에서 S값을 빼주는 
역할을 하고, 우측에 있는 캐리 발생기(CG; 211-3)는 (Th-abs(R-S))의 부호에 따라서, 도면에는 D로 표시된 캐리
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약 Th가 (R-S)의 절대값보다 크면, D는 1이다. 만약 XOR 게이트 (211-2)의 입력인 
(R-S)이 양수이면, 게이트(21l-2)가 입력 (즉,-(R-S))의 2의 보수를 제공한다. 만약, (R-S)가 음수이면, XOR 게
이트가 (R-S)를 제공하여 Th에서 (R-S)의 절대값을 뺀다. P_유니트(210)에는 (Sr+1) 개의 D_P(d) 유니트(2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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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기 때문에, (Sr+1)개의 P(x, y, d) 값을 병렬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도 8A의 P-유니트(210)에서, 기준 
영상의 한 화소는 단지 한번만 사용되고, 반면 탐색 영상의 화소 값은 D_R(d)를 통해 쉬프트 되면서 (Sr+1)번 만큼 
계산에 사용된다. D_R(d)는 탐색 영상의 화소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나타낸다. 각각의 D_R(d)의 화소 값은 매 클
럭마다 왼쪽으로 쉬프트 된다. P-유니트도 쉬프트 레지스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Sr+1) 클록 사이클만큼 초기 시간 
지연이 있지만, 그후에는 연속적으로 출력을 제공한다.
    

    
도 9는 MPC-프로세서(200)의 MPC-유니트(220)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MPC-유니트(220)는 기능에 따라 
수학식 (5) 및 (6)에 의해 V(x, y, d)를 각각 계산해주는 V_MP 카운터(221) 및 V_MP 갱신부(222) 부분과, 수학식 
(2) 및 (3)에 의해 MPC(x, y, d)를 계산하는 W_MP 카운트 및 갱신부(223)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V_M
P 카운터(211)는 변위 지도 계산의 초기 단계에 입력되는 P값들을 합해서 V(x, y, d) 값을 얻는데 사용된다. 초기 단
계 후에는, 도면에서는 Vi로 표시된 V는 V-버퍼(300)로부터 V_MP 갱신부(222)에 제공된다. 그후, V_MP 갱신부(
222)는 중복 계산 없이 V(x, y, d)을 계산한다.
    

    
도 10은 MPC-유니트(220)의 논리 회로도를 나타낸다. V_MP 카운터(221)는 초기 단계에 Wy개의 P 값을 받아서, 
V_MP 카운터(221)에 포함된 4개의 전 가산기 (FA)로 더해서, 3-비트 2진수인 V(x, y, d)를 출력시킨다. 그리고, 
이 3-비트 값 (Vo(2), Vo(1), Vo(0)은 MUX A(225)를 통과하여 V-버퍼(300)로 제공된다. MUX A(225)의 C2 
제어 입력은 V_MP 갱신부(222)의 출력이 유효해질 때까지 V_MP 카운터 (221)의 출력을 선택하게 된다. V-버퍼(
300)에 입력된 V(x, y, d) 값은 (Ix-Wx) 클럭 사이클 후에는 MPC-유니트(220)의 Va 입력부에 제공되고, Ix 클록 
사이클 후에는 Vi 입력부에 제공된다. 그러면, V_MP 갱신부(222)에서는 중복 계산 없이 수학식 (6)에 따라서 V(x, 
y, d)를 계산하기 시작해서, Pv(0)와 Pv(6)의 값에 따라 전가산기(222-3)에서 Vi에 1을 더하거나 Vi에서 1을 빼게 
된다. 특히, Pv(0)가 Pv(6)과 같으면 Vi에 0 (이진수로 000 임)을 더하고, Pv(0)가 1 이고 Pv(6)가 0이면 Vi에 -
1 (이진수로 111 임)을 더하고, Pv(0)가 0 이고 Pv(6)가 1이면 Vi에 1 (이진수로 001 임)을 더한다. 그렇게 되면, 
C2 제어 입력은 MUX A(225)가 V_MP 갱신부(222)의 출력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한편, V-버퍼(300)에서 MPC-유니트(220)으로 입력된 Vi, Va는 수학식 (2) 및 (3)에 따라서 MPC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W_MP 카운트 및 갱신부(223)의 좌측에 있는 전 가산기(223-1)에서는 Vi-Va를 계산하고, 이 값은 W
_MP 카운트 및 갱신부(223)의 우측에 있는 전 가산기(223-2)에서 먼저 있던 MPC값에 더해져서 새로운 MPC를 계
산하게 된다. MUX B(224)에서는 V-버퍼(300)에서 출력되는 Vi가 유효한 값을 가질 때까지 0을 계속 선택해서 W_
MP 카운트 및 갱신부(223)에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Vi가 유효한 값을 가질 때까지, 유니트(223)애서는 Va 값들만 
수학식 (2)에 따라서 합산하여 MPC(wx, y, d)에 제공한다. V-버퍼에서 출력되는 V1가 유효한 값을 가진 후에는, 수
학식(3)에 따라서 旴C를 계산한다.
    

도 11도는 도 6에 표시된 MPC-프로세서(200)의 Max-MPC 선택부(230) 내부 구조를 나타낸다. Max_MPC 선택부
(230)는 (Sr+1)개의 MPC-유니트(220)에서 나온 MPC값들을 비교하여 최대 값 MaxV를 선택하고, 그 최대 값에 
해당하는 변위값 DM(x,y)을 출력한다. Max_MPC 선택부(230) 구성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C& A(n) 셀 (231)
이고, 이들 셀 각각은 입력을 비교하여 최대 값과 그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 다.

    
도 12도는 C& A(n) 셀(231)의 논리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C& A(n) 셀 (231)에서 캐리 발생기(231-1)는 1
b가 1a보다 작으면 0을, 아니면 1을 캐리로서 발생시켜서, MUX(231-3)에서 최대 값을 선택하여 출력하도록 한다. 
또한, MUX(231-2)는 전 단계(previous stage) 즉, C& A(n-1)로 부터의 위치 정보와 캐리 값에 응답하여 최대 값
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C& A(n) 셀(231)의 MUX의 개수가 n값, 즉 MUX(231-2)의 수에 따라서 바뀌게 된
다. MUX(231-2)는 Sa와 Sb사이의 하나의 전 단계의 위치 정보를 선택한다. 이는 도 11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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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갈수록 C& A(n) 셀(231)에 입력되는 Sa, Sb의 비트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 C& 
A 셀의 출력은 주어진 화소 R(x,y)에 대한 최대 MPC 값 및 그 때의 변위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업자는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에서 정의된 발명의 
정신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도 다양한 변화 및 수정이 가능함을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준 영상(reference image)과 상기 기준 영상의 임의의 기준 화소에 대한 탐색 영상(search image) 간의 스테레오 
변위(stereo disparity) 결정 방법에 있어서,

(i) 상기 기준 화소를 중심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수의 화소를 포함하는 기준 창(reference window)으로부터 사전 결
정된 탐색 범위 내에 있고 상기 기준 창과 동일한 형태를 가진 상기 탐색 영상내 각 탐색 창(search window)에 포함된 
화소들의 밝기(intensity)와 유사한 상기 기준 창의 화소 수를 나타내는 정합 화소 수(matching pixel count: MPC)
를 이용하여 상기 기준 창과 상기 각 탐색 창간에 유사도 측정치를 계산하는 단계, 및

(ii) 상기 기준 화소에 대한 스테레오 변위로서 상기 유사도 측정치가 가장 크게 되는 탐색 창과 상기 기준 창 간의 변
위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변위 결정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창 및 탐색 창은 Wx ×Wy개의 화소 (여기서 Wx 와 Wy는 이미 정해진 수임) 들을 포함하
고,

상기 단계 (i)는

(il) 하기 식

P(x,y,d) = 1, 만약 ｜(B R(x, y) - B L (x+d,y)｜ ≤ Th

= 0, 그외의 경우,

(상기 식에서, BR(x,y)은 상기 기준 창의 (x,y)에 위치한 화소 R(x,y)의 밝기 값을 나타내고, B L (x+d,y)은 상기 탐
색 창의 (x+d,y)에 위치한 화소 L(x+d,y)(d는 0에서 이미 정해진 수 Sr까지를 변역으로 함) 의 밝기 값을 나타내며, 
Th는 사전 결정된 문턱값임) 에 의해 P(x,y,d)를 계산하는 단계, 및

(i2) 하기 식

(상기 식에서, wx=(Wx-1)/2 이고 wy=(Wy-1)/2 임) 에 의해 d=0에서 d=Sr까지의 MPC(x,y,d)를 결정하는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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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며,

상기 단계 (ii)는 상기 기준 화소에 대한 스테레오 변위로서 상기 MPC(x,y,d)가 가장 큰 값이 되는 d 값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변위 결정 방법.

청구항 3.

기준 영상과 상기 기준 영상의 임의의 기준 화소에 대한 탐색 영상간의 스테레오 변위 결정 장치에 있어서,

(i) 상기 기준 화소를 중심으로 하여 Wx ×Wy개의 화소 (여기서 Wx 와 Wy는 이미 정해진 수임) 를 포함하는 기준 
창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탐색 범위내에 있고 상기 기준 창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Wx ×Wy개의 화소를 포함하는 상
기 탐색 영상내 각 탐색 창에 포함된 화소들의 밝기와 유사한 상기 기준 창의 화소 수를 나타내는 정합 화소 수(match
ing pixel count: MPC)를 이용하여 상기 기준 창과 상기 각 탐색 창간에 유사도 측정치를 계산하는 제1 수단, 및

(ii) 상기 기준 화소에 대한 스테레오 변위로서 상기 유사도 측정치가 가장 크게 되는 탐색 창과 상기 기준 창간의 변위
를 결정하는 제2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수단은

(il) 하기 식

P(x,y,d) = 1, 만약 ｜(B R(x, y) - B L (x+d,y)｜ ≤ Th

= 0, 그외의 경우,

(상기 식에서, BR(x,y)은 상기 기준 창의 (x,y)에 위치한 화소 R(x,y)의 밝기 값을 나타내고, B L (x+d,y)은 상기 탐
색 창의 (x+d,y)에 위치한 화소 L(x+d,y)(d는 0에서 이미 정해진 수 Sr까지를 변역으로 함) 의 밝기 값을 나타내며, 
Th는 사전 결정된 문턱값임) 에 의해 P(x,y,d)를 계산하는 P 유니트,

(i2) 상기 P-유니트로 부터의 P(x,y,d)값을 저장하기 위한 P 버퍼,

(i3) 하기 식

(상기 식에서, wx=(Wx-1)/2 이고 wy=(Wy-1)/2 임) 에 의해 d=0 에서 d=Sr까지의 MPC(x,y,d)를 결정하기 제
3 수단

을 포함하며,

상기 제2 수단은 상기 기준 화소에 대한 스테레오 변위로서 MPC(x,y,d)가 가장 큰 값이 되는 d 값을 선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스테레오 변위 결정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MPC(x,y,d) 결정 수단은 각각이 d 값 각각에 대해서 MPC(x,y,d)를 결정하는 (Sr+1)개의 M
PC 유니트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변위 결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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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MPC 유니트는,

하기식

에 의해 V(x, y, d)의 값을 결정하는 수단, 및

상기 V(x, y, d)의 값을 사용하여, 하기의 식

에 의해 MPC(x, y, d)의 값을 생성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스테레오 변위 결정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MPC 유니트는 상기 V(x, y, d) 값 결정수단으로부터의 V(x, y, d)의 값을 저장하고 그 
저장된 V(x, y, d)의 값을 상기 MPC 생성 수단에 제공하기 위한 V 버퍼를 더 포함하는 스테레오 변위 결정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V(x,y,d) 값 결정 수단은, 하기 식

에 의해 P 값을 더함으로써 V(x, y, d)의 값을 결정하는 V_MP 카운터,

하기식

V(x,y,d)=V(x,y-1,d)+P(x,y+wy,d)-P(x,y-1-wy,d)

에 의해 V(x, y-1, d)와 P 값을 사용하여 V(x, y, d)의 값을 결정하는 V-MP 갱신 유니트,

만약 y = wy이면 상기 V_MP 카운터로부터의 V(x, y, d)의 값을 선택하여 제공하고, y ≥ wy이면 상기 V_MP 갱신 
유니트로부터의 V(x, y, d)의 값을 선택하여 제공하는 멀티플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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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상기 MPC 생성 수단은,

V(x, y, d)의 값을 사용하여 MPC(x, y, d)의 값을 생성하기 위한 W_MP 계수 및 갱신 유니트, 및

V(x-1-wx, y, d)의 값으로, 상기 V 버퍼로부터의 V(x, y, d)의 값 또는 0 중

에서 선택하여 상기 W_MP 계수 및 갱신 유니트에 제공하는 멀티플렉서

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변위 결정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V_MP 카운터는 복수의 전 가산기를 포함하고,

상기 V_MP 갱신 유니트는

P(x, y+wy, d) - P(x, y-1-wy, d)를 제공하는 논리 게이트, 및

상기 논리 게이트로부터의 출력을 V(x, y-1, d)에 더하여 V(x, y, d)를 제공하기 위한 전가산기

를 포함하며,

상기 W_MP 계수 및 갱신 유니트는

V(x+wx, y, d) - V(x-1-wx, y, d)를 결정하는 수단, 및

상기 결정 수단으로부터의 출력을 MPC(x-1, y, d)에 더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스테레오 변위 결정 장치.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P 유니트는,

각각의 d에 대한 L(x+d, y)의 값을 각각 저장하는 (S r+1)개의 D_R 유니트,

및

R(x, y)와 상기 D_R 유니트로부터의 (S r+1)개의 L(x+d, y)에 응답하여, d=O 에서 d=S r까지의 P(x, y, d) 값을 
동시에 제공하는 (Sr+1)개의 D_P 유니트

를 포함하는 스테레오 변위 결정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D_P 유니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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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전가산기를 포함하여, (BL (x+d, y) - B R(x, y))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

복수의 논리 배타적 OR 게이트를 포함하여,(BL (x+d, y) - B R(x, y))의 절대 값을 계산하기 위한 수단, 및

복수의 캐리 발생기를 포함하여, Th로부터 상기 절대값을 감산하고, 그 감산 결과에 따라 0 또는 1을 제공하기 위한 수
단

을 포함하는 스테레오 변위 결정 장치.

청구항 11.

제3항에 있어서, 상기 P 버퍼는 Ix × Wy ×(S r+1) P 값 (여기서 Ix는 기준 영상 및 탐색 영상의 한 행내의 화소 수
임) 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스테레오 변위 결정 장치.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V 버퍼는 Ix ×(S r+1) V 값 (여기서 Ix는 기준 영상 및 탐색 영상의 한 행내의 화소 수임) 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스테레오 변위 결정 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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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a

도면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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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a

도면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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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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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a

도면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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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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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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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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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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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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