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disclaimer-popup?lang=kr


2005年 2月
碩士學位論文

TMS320C6711DSK를 이용한
스테레오비전 모듈 개발

朝鮮大學校 大學院

制御計測工學科

崔 相 日

[UCI]I804:24011-200000234551



2005年 2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制御計測工學科

崔 相 日

TMS320C6711DSK를 이용한
스테레오비전 모듈 개발

DevelopmentofStereoVisionModule
usingTMS320C6711DSK



指導敎授 김 영 동

이 論文을 工學 碩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0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制御計測工學科

崔 相 日

TMS320C6711DSK를 이용한
스테레오비전 모듈 개발



崔相日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印

2004年 11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목목목 차차차

ABSTRACT ················································································································· ⅳ

Ⅰ.서 론 ···················································································································· 1

Ⅱ.스테레오 영상 정합에 관한 관련 연구 ·························································· 3
A.카메라 모델 ······································································································ 3
B.에피폴라(Epipolar)기하학 ············································································· 7
C.스테레오 매칭 ····································································································· 9

1.SSD(Sum ofsquareddifferences)························································· 9
2.SMW (Symmetricmulti-windows)······················································ 10

Ⅲ.하드웨어 구성 ······································································································ 13
A.전체 시스템 개요 ···························································································· 13

1.시스템 개요도 ···························································································· 13
2.시스템 구현 목표 ······················································································ 13

B.하드웨어 설계 ··································································································· 14
1.DualCMOSCameraModule설계·························································· 14
1.1CMOSCamera
1.2OmiVision사의 ‘OV6630'
1.3FIFORAM
1.4DualCMOSCamera설계

2.TMS320C6711DSK (DevelopmentStartupKit)································· 25
2.1C6711DSK의 구성
2.2TIDSP(C6711)와 CodeComposerver2.1



Ⅳ.소프트웨어 구성 및 알고리즘 설명 ································································ 30
A.스테레오비전 개요 ·························································································· 30

1.스테레오비전의 이해···················································································· 30
2.스테레오비전 개념도···················································································· 33
3.영상 조정 (ImageCalibration)·································································· 33
4.배럴 언디스토션 (Barrelundistortion)···················································· 35
5.래티피케이션 (Rectification)······································································ 35
6.스테레오 정합 (Stereomatching)···························································· 36

B.영상 획득 (ImageAcquisition)······································································ 38
1.DSK Board초기화······················································································ 38
2.영상 캡쳐 (Imagecapture)구현······························································ 40
3.히스토그램 평활화 (Histogram equalization)구현······························ 40
4.배럴 언디스토션 (BarrelUndistortion)구현········································· 42
5.스테레오 정합 (Stereomatching)구현·················································· 43

Ⅴ.실험 및 고찰 ········································································································ 46
A.실험 환경 ·········································································································· 46

1.본 연구의 스테레오 매칭에 사용된 실험 환경······································ 46
B.실험 방법 ··········································································································· 47
C.실험 결과 ··········································································································· 48

1.SSD를 이용한 실험 결과··········································································· 48
2.SMW를 이용한 실험 결과········································································· 49

Ⅵ.결 론 ···················································································································· 51

참 고 문 헌 ················································································································· 52
부 록 ················································································································· 54



LLLIIISSSTTT OOOFFFFFFIIIGGGUUURRREEESSS

Figure 2.1 Cameramodel····················································································· 3
Figure 2.2 Imageprojection ················································································· 4
Figure 2.3 Modelofthestereoimagingprocessing ······································· 5
Figure 2.4 themodelofcoincidencewiththeworldandcamera

coordinatesystem ··················································································· 6
Figure 2.5 Parallelaxisstereogeometry ··························································· 8
Figure 2.6 SSDprofileofepipolarline···························································· 10
Figure 2.7 Sum ofMultifulWindow (SMW)················································· 11
Figure 2.8 Extractionprocedureof3Dinformation ······································ 12
Figure 3.1 System BlockDiagram ···································································· 13
Figure 3.2 DualCMOScameramodule··························································· 14
Figure 3.3 compositionofCMOScamera························································ 15
Figure 3.4 OV6630CMOScamera···································································· 16
Figure 3.5 OV6630BlockDiagram ···································································· 17
Figure 3.6 FIFORam -AverLogic'sAL422B ············································ 19
Figure 3.7 DualCMOScameramoduleblockdiagram ······························· 21
Figure 3.8 PixelData8bittiming ······································································ 22
Figure 3.9 Window Sizing ··················································································· 23
Figure 3.10 AL422-06read& writecycletiming ········································ 24
Figure 3.11 acircuitdiagram oftheDualCMOScameramodule·········· 25

-i-



Figure 3.12 TMS320C6711DSK (DevelopmentStartupKit)····················· 26
Figure 3.13 TIDSPFamilies·············································································· 27
Figure 3.14 CodeComposerver2.1·································································· 28
Figure 3.15 DSP/BIOSComponent···································································· 29
Figure 4.1 A schematicsoftheStereoVision ·············································· 31
Figure 4.2 A sequenceoftheStereoMatching ············································ 33
Figure 4.3 Initialize································································································ 34
Figure 4.4 Optimize································································································ 34
Figure 4.5 BarrelUndistortion ············································································ 35
Figure 4.6 Rectification ························································································· 36
Figure 4.7 CDBfile(CodeComposer2.1)······················································· 39
Figure 4.8 Captureoftheimage········································································ 40
Figure 4.9 Histogram Equalization ···································································· 42
Figure 4.10 A processofBarrelUndistortion ················································ 43
Figure 4.11 DisparityMap(SSD)······································································ 45
Figure 4.12 DisparityMap(SMW)··································································· 45
Figure 5.1 Stereovisionmodule······································································ 48
Figure 5.2(a) DisparityMapResult-SSD(90Cm,d:25)··························· 48
Figure 5.2(b) DisparityMapResult-SSD(90Cm,d:25)·························· 49
Figure 5.2(c) DisparityMapResult-SSD(90Cm,d:25)··························· 49
Figure 5.3 DisparityMapResult-SMW (60Cm,d:20)····························· 50

-ii-



LLLIIISSSTTT OOOFFFTTTAAABBBLLLEEESSS

Table3.1 CCDandCMOS카메라 비교 ·························································· 16

-iii-



AAABBBSSSTTTRRRAAACCCTTT

DDDeeevvveeelllooopppmmmeeennntttooofffSSSttteeerrreeeoooVVViiisssiiiooonnnMMMoooddduuullleee
uuusssiiinnngggTTTMMMSSS333222000CCC666777111111DDDSSSKKK

Sang-IlChoi
Advisor:Prof.Young-DongKim
Dept.ofControlandInstrumentationEng.,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Thispaperdescribesthedeveloping stereovision moduleusing CMOS
camera and DSP(DigitalSignalProcessing)Board.Stereo vision provides
3-D information in uncertain environments by stereo matching process
whichrequiresalargeamountofcomputation.Thereforeastereovision
system isnoteasytoapplyforamobilerobot.Inthisstudy,aembedded
system with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Camera
andTMS320C6711isproposedformobilerobottoovercomethisproblem.
Theproposedsystem consistsoftwoCMOSCamera,twoFIFO RAM and
DSPBoardwhicharewidelyusedinopticalandimageprocessing.Finally,
manyexperimentswereperformedtoconfirm theusefulnessofthe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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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3차원 실세계를 두 개의 이차원 평면에 투영시킨 모습
이다.이러한 변환을 원근적 변환(PerspectiveTransformation),또는 이미지 변
환(ImageTransformation)이라고 부르며,이것은 다-대-일(many-to-on)변환이
라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만 가지고는 원래의 삼차원 세계를 복원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그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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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스테레오 비전(Stereovision)이라고 한다.그러나 스테
레오 비전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일은 지난 30년간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1,2]

스테레오 비전은 인간의 시각 시스템과 같이 보행,항해 등에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른 많은 응용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스테레오 매칭은 공간적으로 다
른 평면으로부터 얻어진 이차원 이미지 쌍으로부터 삼차원 세계를 복원하는 과
정이다.만약 삼차원 공간의 동일한 점에 해당하는 각각 이미지의 점들이 서로
매칭(Matching)된다면 간단한 기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스테레오 매칭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매
칭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5,10]

스테레오 매칭의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되며,특성 중심의 매칭(Feature-
basedMatching)과 영역 중심의 매칭(Area-basedMatching)이 있다.
특성중심 매칭법은 밝기정보(Intensity)의 이미지로부터 매칭 기본단위(primi
tive,instance,edge)집합을 추출하고 만족할만한 기본단위를 가지고 매칭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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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방법이다.양안차(disparity)를 나타내는 결과가 드문드문 나타나므로 완
전한 양안차 지도(fulldisparitymap)을 얻기 위해 표면 맞추기(surfacefitting)
라고도 불리는 보간법(interpolation)을 취해야만 한다.
영역중심(Area-based)법은 매칭 기본단위로 프리비티브(primitive)표면 전체를
매칭(matching)시키려는 방법이며,대개 밝기 이미지(intensityimage)자체를 기
본단위로 쓴다.이러한 방법들은 완전한 양안차 지도를 한번에 얻게 된다.따라
서,요구되는 계산량이 매우 높으며,잡음에 더욱 민감하게 된다.[3]

여기서 탐색 영역은 투사 기하(projectiongeometry),대상의 구성 상태,카메라
기하(geometry)등의 요소들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제약 조건에 의해 탐색할 영
역이 줄어들게 된다.이러한 알고리즘은 PC를 이용했을 때,깊이 정보(depth)를
찾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린다.[2]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 중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
다.SSD(Sum ofsquareddifference)와 SMW(Symmetricmulti-windows)이다.
영역 중심의 매칭 기법으로 좌우 이미지의 픽셀(pixel)간의 화소값의 차이가 최
소가 되는 점을 매칭점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4,5]

이와 같이 영상 처리 분야는 오래 전부터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
약 조건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폭
넓은 분야에 적용 및 응용 되고 있다.그러나 많은 연산처리와 이에 따른 속도가
항상 문제시 되었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광학 및 이미
지 처리 분야에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CMOS Camera와 TI(Texas
Instrument)사의 고성능 이미지 처리 전용 칩(TMS320C6711)을 사용하여 최적의
영상처리 모듈을 제작하고자 한다.[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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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영영영상상상 정정정합합합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관관관련련련 연연연구구구

AAA...카카카메메메라라라 모모모델델델

스테레오 비전에서 일반적으로 카메라 모델은 핀홀 카메라를 사용한다.그림
2.1에 핀홀 카메라의 모델이 있다.핀홀 카메라 모델은 렌즈의 왜곡이 없고 이미
지가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카메라 모델이다.
핀홀 카메라 모델은 밀폐된 상자에 작은 구멍을 뚫어 구멍을 통해서만 빛이

상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있다.이때 물체의 형태는 구멍이 존재하는 반대편 상
자의 필름면에 거꾸로 맺히게 된다.
이와같은 핀홀 카메라 모델은 일반 카메라와 아주 유사하지만 카메라 렌즈

대신에 작은 구멍을 이용한다는 점이 다른다.일반적인 카메라가 렌즈를 통해 어
떤 장면을 필름에 투영시키는 장면이 그림 2.1에 있다.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이
미지를 형성하는 카메라의 기본모델이 그림 2.2에 있다.

Figure2.1Camera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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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는 실세계 좌표계로 표현한 한 점(X,Y,Z)가 렌즈의 중심을 지나 이
미지 평면에 한 점 (x,y)로 맺히며 실세계 죄표계와 카메라 좌표계는 서로 정확
히 일치하고 있는 모습이다.광축은 카메라의 렌즈 중심을 통과하여 이미지 평면
의 중앙에 수직으로 투영되는 직선으로서 카메라 좌표계의 원점이 된다.이때 렌
즈의 중심좌표는 (0,0,f)가 됨을 알 수 있다.f는 물체에 대해 카메라의 초점이
맞았을 때의 초점 길이이다.

Image planeImage planeImage planeImage plane

y, Yy, Yy, Yy, Y

x, Xx, Xx, Xx, X

(x, y)(x, y)(x, y)(x, y)

(X, Y, Z)(X, Y, Z)(X, Y, Z)(X, Y, Z)

(z, Z)(z, Z)(z, Z)(z, Z)

ffff

Lens centerLens centerLens centerLens center

Optical axisOptical axisOptical axisOptical axis

Figure2.2imageprojection

이미지 평면의 한 점 (x,y)는 식 (2.1)과 같이 유도된다.

  
  

  


(2.1)

여기서, 는 물체에대한 카메라의 초점 길이,  는 카메라와 물체까지의 거리

  는 영상면의 좌표,  는 실세계 물체의 좌표이다.

그런데 그림 2.2는 실세계의 존재하는 3차원 점이 카메라에 의해 이미지 평면
에 맺히면서 2차원으로 변한다.즉 카메라와의 거리인 깊이정보  를 잃어버린
것이다.이렇게 잃어버린 깊이정보는 스테레오 이미징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다.
스테레오 이미징 기법은 하나의 장면에 대해 두 장의 분리된 이미지를 얻는 것
이다.이에 대한 스테레오 이미지 모델은 그림 2.3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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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age  1Im age  1Im age  1Im age  1

yyyy

(x(x(x(x 1111 , y, y, y, y 1111 ))))

L ens  cen te rLens  cen te rLens  cen te rLens  cen te r

O p tica l a x isO p tica l a x isO p tica l a x isO p tica l a x is

Im ag e  2Im ag e  2Im ag e  2Im ag e  2

xxxx

xxxx
yyyy

BBBB

wwww

W orld  po in tW orld  po in tW orld  po in tW orld  po in t

(x(x(x(x 2222 , y, y, y, y 2222))))

Figure2.3Modelofthestereoimagingprocessing

그림 2.3에 있는 스테레오 카메라 모델은 각 카메라의 원점 위치만 다를 뿐
광축이 완전히 평행한 일직선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델이다.그림 2.3은 실세계에
존재하는 한 점 w가 두 스테레오 이미지에 한 점으로 각각 맺히는 모습이다.이
때 B를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며 카메라 렌즈 중심간의 거리를 나타낸다.이렇게
이차원 이미지에 맺힌 두 점의 좌표(,)과 (,)를 이용하여 3차원에 존재하
는 점 w의 실세계 좌표로 변환할 수 있다.실세계 좌표의 변환과정은 다음과 같
다.
만일 카메라 좌표계와 실세계 좌표계를 정확히 일치 시킨다면 이미지의 평

면은 실세계 좌표계의 평면과 나란하게 존재하게 된다.그러므로 실세계에
존재하는 한 점 w에 대한 Z축의 좌표는 두 카메라의 좌표계와 정확히 같게 된
다.이와 같이 카메라 좌표계와 일치된 실세계 좌표계를 위에서 본 형태가 그림
2.4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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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1Image 1Image 1Image 1

(x(x(x(x1111, y, y, y, y1111))))

ZZZZOrigin of worldOrigin of worldOrigin of worldOrigin of world
Coordinate systemCoordinate systemCoordinate systemCoordinate system

Image 2Image 2Image 2Image 2
wwwwBBBB

(x(x(x(x2222, y, y, y, y2222))))

Figure2.4 Themodelofcoincidencewiththeworld
andcameracoordinatesystem

그림 2.4에서 이미지1의 카메라 좌표계와 이미지2의 카메라 좌표계를 각각 실
세계 좌표계와 일치 시킨다면 w는 각각 식(2.2)과 같은 좌표를 갖는 선상위에
놓이게 된다.

 


  

 


  

(2.2)

식(2.2)에서  은 이미지1에 대한 실세계 좌표이고 ,는 이미지2에
대한 실세계 좌표를 의미한다.그러나 두 카메라의 위치가 다르고 실세계에 존재
하는 w의 z좌표가 두 카메라의 좌표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다.

따라서 (2.2)식은 (2.3),(2.4)과 같이 쓸 수 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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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때 식 (2.3)을 (2.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2.5)와 같다.




   (2.5)

결국 식 (2.4)을 (2.5)에 대입하여 Z에 간해 정리하면 식 (2.6)을 얻을 수 있
다.

  


(2.6)

식 (2.6)은 베이스라인과 카메라의 초점길이를 알고 서로 대응하는 이미지 좌
표 와 을 안다면 깊이정보인 Z는 간단히 계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물론
실세계 좌표 X,Y도 역시 식 (2.1)로부터 간단히 유도해 2차원 이미지로부터 실
세계 좌표를 추출할 수 있다.

BBB...에에에피피피폴폴폴라라라(((EEEpppiiipppooolllaaarrr)))기기기하하하학학학

스테레오 카메라 모델로부터 이미지에 투영된 2차원 이미지의 좌표를 3차원
실세계 좌표로의 변환은 식 (2.1)과 식 (2.6)으로부터 구할 수 있음을 알아 보았
다.그런데 Z좌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스테레오 이미지의 한 점이 대응하는
이미지의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이런 문제를 대응문제 혹은 매칭문
제라고 한다.
스테레오 비전에서는 이런 대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관 매칭이나 특징

점 추출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그러나 이런 방법도 다소 애매한 경우가 많아 매
칭문제를 결정하는데 애로가 있다.그래서 애매한 대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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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폴라 라인만을 탐색하는 구속조건을 사용한다.
에피폴라 구속조건은 매칭점을 찾는데 탐색하는 영역을 에피폴라 라인만으로

제한하여 매칭을 결정한다.그림 2.5는 두 카메라가 평행한 경우에 에피폴라 라
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스테레오 기하학이다.

P(xP(xP(xP(x, y, z), y, z), y, z), y, z)

ZZZZLLLL

BBBB

ZZZZRRRR

OOOORRRROOOOLLLL

IIIIRRRR

YYYYRRRR

XXXXRRRRXXXXLLLL

YYYYLLLL

IIIILLLL
PPPPRRRR

PPPPLLLL

Figure2.5Parallelaxisstereogeometry

그림 2.5에 나타난 스테레오 모델은 카메라 렌즈 중심인  이 이미지 평

면  의 뒤에 위치한 모델이며,카메라의 대수는 두 대 이상이 될 수 있다.

이 모델은 카메라 좌표계와 실세계 좌표계의 원점이 로 일치한 형태이며 두
카메라의 초점길이는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이다.
과  사이의 거리는 베이스라인 B이고,두 카메라의 광축이 서로 평행한

형태이다.실세계에 존재하는 점 P는 렌즈의 중심인 과 를 통과하면서 이

미지 평면위에 한점으로 각각 맺히고 있다.이때 점 로 이루어진 평면을

에피폴라 평면(EpipolarPlan)이라 하고 에피폴라 평면과 이미지 평면이 교차하
는 직선을 에피폴라 라인(Epipolarlines)이라 한다.
두 카메라의 광축이 서로 평행하므로 좌이미지에 맺힌 점은 우이미지에 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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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 라인위에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에피폴라 구속조건(epipolarcon-
straint)이라 한다.
이러한 에피폴라 구속조건은 스테레오 비전에서 매칭점을 탐색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이용되는 제한사항이며 매칭점을 찾기 위한 탐색 범위를 이미지의 2차
원(x,y)탐색에서 1차원 (x)으로 줄여준다.즉 공간상의 점 P는 좌/우 이미징
한점으로 맺히며 대응한 점은 에피폴라 라인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
테레오 기하학이다.

CCC...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정정정합합합

111...SSSSSSDDD(((SSSuuummm ooofffSSSqqquuuaaarrreeedddDDDiiiffffffeeerrreeennnccceeesss)))
SSD방법은 매칭을 결정할 때 좌우 이미지의 픽세간의 화소값의 차이를 제곱

하여 최소가 되는 픽셀의 화소값을 매칭점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즉 그림 2.6
에서 좌우 윈도우에서 각 픽셀의 화소값의 차에 대한 합은 식 (2.7)과 같다.

  

 
           




 
    


 
      



(2.7)

여기서 축 마스크 ξ∈[-n,n], 축 마스크 η∈[-m,m]이고,
 은 좌측 이미지, 은 우측 이미지 , ,, 는 좌측 영상   을
기준으로 우측 영상에서  축으로  만큼 떨어진 상관 계수 값의 인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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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lllgggooorrriiittthhhmmm 111SSSSSSDDD
let, therightandleftN×N image;
letW an×nwindow (withn《 N);
foreachpixel   
foreachdisparity      insomerange

     
  ∊

                 
 ;

end
   ← 

end
eeennnddd

디스페러티 범위가 최대가 될 때까지 식(2.7)로 각각의 SSD값을 구하고 구한
SSD 값중 최소가 되는 값의 픽셀 좌표를 매칭점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SSD
알고리즘에 대한 코드가 Algorithm 1에 있으며 SSD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스테
레오 이미지에 대한 디스페러티 맵을 구한 결과가 그림 4.8에 있다.

Figure2.6 SSDprofileofepipolarline

222...SSSMMMWWW(((SSSuuummm ooofffMMMuuullltttiiifffuuulllWWWiiinnndddooowwwsss)))
다중 윈도우를 사용한 스테레오 기법으로 사물의 경계를 세밀하게 복원하고

디스페리티 맵(disparitymap)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11-

지금까지 연구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실제 이미지 상에서 사물의 에지를 추출
하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 안의 사물의 경계 특징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대칭 윈
도우로만을 사용하여 에지를 추출하였다.
이와는 달리 아래의 그림 2.7처럼 각각의 수평,수직,코너의 에지를 검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윈도우 모양이다.여기서 모든 그레이 셀들을 각 윈도우의 유
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중 어두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이미지 상에서
찾기를 바라는 픽셀이다.사물의 경계 특성을 고려한 다중 윈도우를 사용한 스테
레오 알고리즘은 단일 윈도우를 사용해 디스페리티를 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
게 유사도를 계산해 낼 수 있다.

Figure2.7Sum ofMultifulWindow

위와 같이 다양한 알고리즘 중에 한 방법을 결정했다면 물체의 깊이정보는
식(2.6)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그림 2.8에 스테레오 비전에서 3차원 정보를 추
출하는 개괄적인 과정을 표현했다.즉 실세계에 존재하는 장면을 획득하기 위한
카메라를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을 통해 획득한 값에 따라 조정하고 카메라를
통해 두 장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획득한다.획득한 스테레오 이미지에서 대응 문
제를 해결한 다음 삼각 측량법을 이용하여 실세계 좌표를 계산한다.[2,7]



-12-

Left Camera CalibrationLeft Camera CalibrationLeft Camera CalibrationLeft Camera Calibration Right Camera CalibrationRight Camera CalibrationRight Camera CalibrationRight Camera Calibration

Image AcquisitionImage AcquisitionImage AcquisitionImage Acquisition Image AcquisitionImage AcquisitionImage AcquisitionImage Acquisition

Correspondence ProblemCorrespondence ProblemCorrespondence ProblemCorrespondence Problem

TriangulationTriangulationTriangulationTriangulation

3D Information3D Information3D Information3D Information

Figure2.8Extractionprocedureof3D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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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하하하드드드웨웨웨어어어 구구구성성성

AAA...전전전체체체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개개개요요요

111...시시시스스스템템템 개개개요요요도도도

Real Time

Dual Image

Inputing and

Storing

Lens Undistortion

Calibration

Rectification

Stereo Matching

TMS320C6711 DSK

Disparity

Map

(Output)

Software Part

CMOS Camera

Hardware Part

FIFO RAMCMOS Camera

FIFO RAM

Figure3.1System BlockDiagram

그림 3.1에서 보면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누어서 블록 다
이어그램을 구형하였다.하드웨어 부분은 두 대의 CMOS Camera에서 영상을
받아서 FIFO RAM에 저장하고,이를 DSP보드에서 읽어 들여 스테레오 비전
처리를 하고,최종 출력은 DisparityMap을 생성하는 것이다.

222...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현현현 목목목표표표
 CMOSCameraModule의 구현
 FIFORAM의 controller구현
 두 대의 카메라로부터 동시에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
 두 대의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 저장 방법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
 TMS320C6711DSP칩을 이용한 회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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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ComposerVer2.1Tool을 이용한 소프트웨어적 구현
 CMOS카메라의 Distortion에 의한 Calibration을 수행
 StereoVision알고리즘에 따라 이를 DSP에 포팅한다.
 위 전체 시스템을 차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

B...하하하드드드웨웨웨어어어 설설설계계계

111...DDDuuuaaalllCCCMMMOOOSSS CCCaaammmeeerrraaaMMMoooddduuullleee설설설계계계
실제적으로 DualCMOS CameraModule은 CMOS 카메라와 FIFO RAM,

NOT게이트와 OR게이트를 구성하면 된다.하지만 이를 TMS320C6711DSK보드
와 연결해서 사용하려면 DSK에서 지원하는 외부확장부에 연결하기 위한 모듈을
제작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CMOS Camera 스펙,FIFO Ram 스펙,

TMS320C6711스펙,DSK 스펙,외부확장부 관련 스펙을 참조해서 DualCMOS
CameraModule을 디자인하였다.

Figure3.2 DualCMOSCameraModule

두 대의 CMOSCamera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원하는 스테레오 비전을
처리하기에 알맞은 데이터 포맷으로 처리하는 회로를 구성하고 디지털 영상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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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각각 FIFORAM에 한 프레임씩 저장하여 TMS320C6711DSK에서 데이
터를 읽어갈 때,같은 시점에서 입력 받은 영상 데이터를 얻도록 처리하는 회로
를 구성해야 한다.그리고 카메라에 들어오는 영상이 정확히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하며 두 대의 카메라 사이 간격도 스테레오 비전 처리를 위하여 고려해 주어야
한다.

1.1 CMOSCamera
CMOS Camera는 CIS(Contact Image Sensor) + ISP(Image Signal

Processor)+Lens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3.3compositionofCMOSCamera

CMOSImageSensor(CIS:ContactImageSensor라고도 함)는 1967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그러나 당시 MOS형 이미지 센서는 노이즈가 심하고 CCD와
비교하여 이미지 품질은 낮으며 칩 사이즈가 크고 회로가 복잡한 것 등의 이유
로 개발이 중단된 상태였다.
1990년대 초 최초의 CMOS형 카메라 칩이 발표된 후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

되면서,칩 사이즈가 오히려 CCD보다 작아지고 성능이 향상되면서 저가형 디지
털 카메라에서 채택하기 시작하였다.이 후 CMOS센서는 CCD에 비하여 여전
히 낮은 이미지 품질로 인해 감시용 카메라,PC 카메라,저가형 디지털 카메라
(주로 토이형 디지털 카메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CMOS 센서가 기술적인 발전을 하면서 화질 개선을 이루었고 CCD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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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가 적으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 때문에 향후 디지털 카메라의 주력
이미지 센서로 주목받고 있다.

Table3.1CCD와 CMOS카레라의 비교

1.2 OmiVision사의 ‘OV6630'
본 연구에서는 OmiVision사의 ‘OV6630'이라는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였다.

원하는 영상사이즈로 320*340의 영상을 얻고,흑백의 이미지로 스테레오 비전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OV6630모듈을 선택하였다.
OV6630은 1/4"인치의 렌즈와 CIF급의 해상도(352x288)와 QCIF급의 해상도

(176x144)를 가지고 있다.



-17-

Figure3.4 OV6630CMOSCamera

CMOS형 DigitalColor/Black&Whitevideocamerachip이다.디지털 비디
오 포트는 6050Hz,YCrCb/YUV 4:2:216bit/8bitformat,ZV Portoutput
format,RGBraw data16bit/8bitoutputformatandCCIR601/CCIR656format,
4bitnibbleYCrCb/RGB outputformat을 지원하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SingleChipdigitalcolor/black&whitevideocamerachip.
Scanning-ProgressiveScan.
Format-1/4"lenscompatible.
Imagearea-3.1x2.5mm.
Totalactivepixelelements-(H)356x(v)292squarepixel.
Defaultactivepixelelement-(H)352x(V)288.
Non-squarepixelsize:9.0x8.2um.
8bittwochannelinternalA/DConverter.
PCLK andHREFpolarityprogrammable.
Defaultcrystalfrequency:17.73MHz.
Mainclockdividedby2or4option.
YCrCb/YUV data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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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Outputformat-YCrCb16bit/8bitselectable
16bitYCrCb4:2:2-352x288
8bitYCrCb4:2:2-352x288
RGBRaw DataDigitalOutput
16bit/8bitselectable

CCIR601format.
ZV PortYUV 16bitformat.
CCIR656format.
QCIFformat(176x144)
YUV orRGBoutputbyteMSBandLSBswap.
12Cinterface,supportfastmode:400kbit/s.

Figure3.5 OV6630Block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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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FIFORAM
카메라 모듈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한 프레임씩 저장을 해두었다가

C6711'DSK 보드에서 읽어 들이기 위해 중간 저장장치인 FIFO 램을 중간에 구
성하여 주었다.
이 FIFO램은 FirstInFirstOut의 약자이다.즉,처음에 들어온 데이터가 먼

저 출력되고,다음 데이터가 출력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데이틀 읽으면
어드레스 카운터를 자동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어드레스 라인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읽어 들이는 데이터 라인과 출력하는 데이터 라인이 분리되어 있어서 읽
고 쓰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FIFO램을 사용하였다.
FIFO램은 Aver Logic사의 ‘AL422B'을 선택하였다.이 램은 3M[bits]의

DRAM으로 구성되어 있고 393,216[words]x8[bit]FIFO RAM 형식이다.이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DRAM에 비해서 쉽게 구성되어 있다.

Figure3.6 FIFORam -AverLogic'sAL4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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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으로는
384k(393.216)x8bitsFIFOorganization
SupportVGA,CCIR,NTSC,PALandHDTV resolutions
Independentread/writeoperations(differentI/Odataratesacceptable)
Highspeedasynchronousserialaccess
Read/wirtecycletime:20ns
Accesstime:15ns
Outputenablecontrol(dataskipping)
5V or3.3V powersupply
Standard28-pinSOPpackage
Multimediasystems
Videocapturesystems
Videoeditingsystems
Scanrateconverters
TV'spictureinpicturefeature
Timebasecorrection(TBC)
Framesynchronizer
Digitalvideocamera
Bufferforcommunications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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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DualCMOSCamera설계

Figure3.7DualCMOSCameraModuleblockdiagram

기본적인 구성은 그림 3.7과 같다.OV6630모듈에 12.5[MHz]의 클럭을 인가
하면 25[MHz]로 PCLK가 나온다.그리고 HREF와 VSYNC 신호가 나오는데,
HREF는 수평동기신호로서 1라인(352[pixels])이 출력되는 시간동안 High상태이
다.YSYNC는 1Frame(350x288[pixels])이 출력되면 잠시동안 High상태가 지속
되다가 Low 상태로 전환된다.
그리고 16[bit]의 YUV신호가 나오는데,Y신호만 이용하여 흑백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8[bit]의 Y신호만 사용한다.
이 신호들을 이용하여 FIFO RAM에 연결하는데 8[bit]Y 신호는 DataLine

에 연결하고 PCLK신호는 WCLK(writeclock)핀에 연결한다.HREF 신호는
FIFO RAM의 /WE 선에 인버터를 달아 연결하고,VSYNC에 FIFO RAM의
/WReset,/RReset선에 연결하고,DSK 보드의 외부 Interrupt핀인 int6에 연결
한다.
C6711DSK 보드에서 지원하는 확장 커넥터에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22-

/CE2(ChipEnable2),/ARE(ReadEnable),/OE(OutputEnable)을 FIFO Ram에
각각 /CE2 + /OE => FIFO RAM의 /OE,/RE 핀에 연결하고,/ARE는
RCLK(ReadClock)핀에 연결한다.DSK 보드에서 데이트를 16[bit]로 두 개의 프
레임을 한번에 읽어 들이기 때문에 영상 전송에 지연을 많이 해소하였다.다만
소프트웨어적으로 16[bit]의 합쳐진 영상을 각각 8[bit]씩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Figure3.8 PixelData8bittiming

그림 3.8은 클럭이 인가되었을 때 16[bit]와 8[bit]YUV 모드에서 어떻게
YUV가 출력되는지 나타낸다.8[bit]YUV 모드일 때는 데이터 라인수가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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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영상을 받아들여 YUV 데이터들을 각각 YUV 신호로 분리해 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따라서 16[bit]YUV 모드를 사용하여 8[bit]의 Y 신호만 받아들였
다.

Full image boundaryFull image boundaryFull image boundaryFull image boundary

HSHSHSHS HEHEHEHE

Active WindowActive WindowActive WindowActive Window

VSVSVSVS

VEVEVEVE

HREFHREFHREFHREF

Figure3.9 Window Sizing

그림 3.9에서 보다시피 영상이 들어오는 실제 이미지 영역은 수평동기신호에
맞추어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PCLK에 동기화해서 데이터를 저장하
면 쓰레기 값들(blankarea)이 같이 들어오게 된다.따라서 HREF라는 수평동기
신호를 /WE(WriteEnable)핀에 연결해 주어 실제 이미지만 저장할 수 있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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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0 AL422-06readandwritecycletiming

Write Cycle Timing과 비슷하게 FIFO RAM에서 데이터를 읽어 들일때
/ARE신호를 RCK 클럭에 인가하여 그 클럭에 동기화하여 데이터를 아래 그림
과 같이 읽어 들이면 된다.
지금까지 위에서 설명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디자인한 DualCMOS Camera

Module회로도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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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1 A circuitoftheDualCMOScameramodule

222...TTTMMMSSS333222000CCC666777111111DDDSSSKKK(((DevelopmentStartupKit)

TMS320C6711-150MHz(900M FLOPS)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이미지,음성 그
리고 기본적인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는 키트이다.또한 C6000DSP하드웨어 구
조 및 사용자 프로그래밍 기법 등의 기본적인 활용법의 습득뿐만 아니라 영상
신호처리에 적합한 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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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2 TMS320C6711DSK(DSPStartupKit)

2.1 C6711DSK의 구성
2.1.1DSPboard(하드웨어 사양)
150MHzTMS320C6711DSP
16MBon-boardmemory,128KBFlashROM
TLC320AD53516bitDataConverter
JTAGEmulatorPort
ParallelPortInterface
TIdataconverterandpowermanagementsolutions

2.1.2Developmenttoolssoftware(소프트웨어 사양)
CodeComposerStudioIDE
DSP/BIOSIIRTOS
Compiler,assembler,linker

2.1.3Foundation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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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supportlibrary
Imagingsourcelibrary
DMA memorystreamingutilities

2.2 TIDSP(C6711)와 CodeComposerver2.1

Figure3.13Blockdiagram ofTIDSP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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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사에서 제공하는 C6000계열은 200～2400 MMACs(Millon Multiply
Accumulate)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DigitalSignalProcessing에 강력하다.
그리고 CodeComposer라는 소프트웨어 툴을 제공하여 개발환경을 좀 더 쉽게
제공한다.그리고 어셈블러가 아닌 CCode로 작성하더라도 Sum ofproduct같
은 수식연산을 효율적(80～100%)으로 컴파일 할 수가 있다.

Figure3.14 WorkspaceofCodeComposerv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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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5 DSP/BIOSComponents
그리고 위의 CodeComposerTool은 DSP/BIOS라는 Real-TimeKernel을

제공하기 때문에 Real-Timescheduling,Synchronization,Host-to-targetComm
-unication,Real-Timeinstrumentation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이 DSP/BIOS는 선점형 muti-threading,hardware abstraction,real-time

analysis,configurationtool을 제공한다.따라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받
아서 메모리에 저장하고,이를 실시간으로 스테레오 매칭을 하여 Output을 생성
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또한 RTDX(RealTimeDataExchange)라는
플러그인을 제공하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TargetBoard에 다운
로딩한 다음 실시간 디버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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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소소소프프프트트트웨웨웨어어어 구구구현현현 및및및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설설설명명명

AAA...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비비비전전전 개개개요요요

111...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비비비전전전의의의 이이이해해해

스테레오 정합을 하기 위한 영상을 취득하는 카메라의 기하학적 구조를 잘
이용하면 스테레오 정합과정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공액쌍을 찾아내기 위
한 일치성의 문제는 3차원의 물체영상을 위치가 다른 두 지접에서 취득하고 각
영상에서 물체의 위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발생하며,위치 변화의 양은 물체를 보
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특히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이유는 국부적인 점
이나 면들이 다른 쪽의 영상에서 하나 이상의 정합 후보를 가지게 되므로 전체
적인 일치성을 만족하도록 국부적인 특징들을 서로 연계하여 후보를 고려해야
하는데 있다.일치성 문제를 해결할 때 정합할 점들에 대한 탐색 영역은 영상을
취득하는 카메라들 사이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이용하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 카메라의 초점과 영상의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을 epipolarline이
라고 한다.한 점에 대한 정합 후보는 이 점에 대한 다른 쪽 영상에서의 epipolar
line위에만 존재하게 되므로 이 선상의 점들에 대해서만 정합을 시도하면 되는
데 이를 epipolar구속 조건이라고 한다.특히 두 영상의 수평선이 일직선 상에
놓여있고 수직선이 평행한 경우 epipolarline은 각 영상의 수평선이 된다.따라
서 두 영상의 같은 라인상에 존재하는 특징들간의 정합만을 고려하여 탐색 영역
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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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P(xP(xP(x, y, z), y, z), y, z), y, z)

XXXX

YYYY ZZZZ

bbbb

ZZZZ

XXXXRRRR

YYYYRRRRYYYY LLLL

XXXX LLLL

OOOO

Figure4.1 A schematicofthestereovision

두 대 카메라의 초점거리 f가 서로 같고 좌측,우측 카메라의 각 영상 좌표계

를 X Y ZL L L− − 과 X Y ZR R R− − 이라고 할 때,두 카메라의 광축을 각각 ZL,ZR

로 하여 서로 평행하도록 한다.좌측 렌즈의 중심과 우측 렌즈의 중심사이의 거
리를 b라고 하고 이 두 중심위치를 연결하는 선분을 베이스 라인(baseline)이라
한다.삼차원 공간 좌표계 X-Y-Z에 대해 좌측,우측 영상 좌표계의 원점을 각각

(0,0,f)와 (b,0,f)에 놓고 좌측 영상의 ZL축과 공간 좌표계의 Z축을 서로 일치시

킨다.Epipolar구속 조건을 가정하면 Y YL R= 이고 아래 식과 같은 영상 취득 구
조가 된다.

만일 3차원 공간상의 한 점 P(x,y,z)가 좌,우 영상면의 (xL,yL)과 (xR,yR)
에 투영되었다고 가정하면 이들 사이의 관계는 삼각형의 비례관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4.1)으로 나타낼 수 있다.

x
fx

zL = (4.1)



-32-

위의 두 식으로부터 z를 구하면,

z
bf

x x

bf

dL R

=
−

= (4.2)

이 된다.이 때 d를 변위(disparity)라고 하며 물리적 의미로는 인간의 두 눈
의 시차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위의 식(4.2)에서 b와 f는 카메라와 영상취득 구
조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므로 두 영상의 변위를 구하면 3차원 깊이 정보인 z값
을 구할 수 있다.또한 이 식(4.2)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깊이 z와 변위 d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으므로 카메라와 가까이 위차한 물체일수로 보다 정확한
깊이 정보를 구할 수 있다.즉,멀리 위치한 물체 경우 변위 d의 값이 작게 되므
로 변위의 작은 오차에도 깊이 정보는 크게 틀려질 수 있으나 가까이 위치한 물
체 경우에는 변위 값이 크게 되므로 변위의 작은 오차에도 깊이 정보의 변화량
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보다 정확한 깊이 정보를 구할 수 있다.그리고 변
위는 b에 비례하므로 변위를 구할 때 생기는 오차 값이 일정하게 고정되면 구하
는 깊이 정보는 b값이 크면 클수록 보다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그러
나 두 카메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 카메라에 투영되는 공동
가시영역(commonview area)이 줄어들게 되어 카메라에 가까이 위치한 물체들
은 공동가시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어 정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또한 변위
는 초점 거리에 비례하고 초점거리에 따라 투영된 영상이 확대 또는 축소되므로
사용하는 카메라의 초점거리가 결정되면 깊이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물체를 공
동가시 영역에 모두 놓일 수 있도록 두 카메라 사이의 거리 b를 결정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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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비비비전전전 개개개념념념도도도

Figure4.2 SequenceoftheStereoMatching

333...영영영상상상 조조조정정정 (((IIImmmaaagggeeeCCCaaallliiibbbrrraaatttiiiooonnn)))

두 장의 2차원 이미지를 이용하여 실세계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초점거리,렌즈의 왜곡,Translation,Rotation,Scale등의 카메라 파라미터 등을
구하는 Calibration을 행하여야만 한다.이 연구에서는 동일평면을 이용하여 컴퓨
터에서 표현되는 2차원 영상좌표가 3차원 실세계 좌표로 변환되는 과정에서의
모든 파라메타를 구한다.그리고 카메라의 Calibration을 바탕으로 두 대의 카메
라로부터 영상을 입력받아 3차원 정보값(파라미터)를 구한다.아래 그림 4.3과 그
림 4.4와 같이 Calibration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라미터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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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3 Initialize

Figure4.4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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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배배배럴럴럴 언언언디디디스스스토토토션션션 (((BBBaaarrrrrreeelllUUUnnndddiiissstttooorrrtttiiiooonnn)))

카메라로부터 취득된 이미지는 렌즈의 곡률 때문에 생기는 이미지 왜곡현상
을 가지고 있다.때문에 이러한 이미지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카메라 캘리브레이
션을 통한 왜곡상수를 구하고 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보정한다.

Figure4.5 BarrelUndistortion

555...래래래티티티피피피케케케이이이션션션 (((RRReeeccctttiiifffiiicccaaatttiiiooonnn)))

스테레오 매칭은 좌측 영상의 한부분을 떼어서 우측영상에서 그 부분과 가장
일치도가 높은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좌측영상의 한 마스크에 대한 일치점을 찾
기 위해 우측 영상을 전부 탐색하게 되면 아래 그림 4.6과 같이 틀린점을 찾을
경우도 있으며,또한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므로 여기서 EpipolarConstraint(등
극선 구속)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기본적인 개념은 두 카메라의 영상이 평행하
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가정을 하게 되면 좌측영상이 우측에서 매칭되는 부분은
같은 수평선상에 놓이게 되어 2차원의 전 영역에 대해서 검색해야 하는 문제를
수평선,즉 1차원으로 축소되어 결국 서치영역이 매우 줄어들게 되고 결국 매칭
점을 찾는 연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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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6 Rectification

666...영영영상상상 정정정합합합 (((SSSttteeerrreeeoooMMMaaatttccchhhiiinnnggg)))

스테레오 매칭방법은 크게 영역기반 매칭방법과 특징기반 매칭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영역기반 매칭방법에서는 이상적으로 개개의 화소에 대해서 다른 쪽 영
상에서 상응하는 화소를 매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화소 단위 매칭에서 발생
하는 모호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화소들이 이루는 의미있는 영역들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매칭하는 방식을 사용한다.영역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2차원 창(2-D window)을 사용하는 것이며,이들 두 영상내의 국부영역
즉,창의 밝기패턴(intensitypattern)의 유사성을 상호 상관값(crosscorrelation)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게 된다.영역기반 정합 방법은 비교적 단순한 방법
이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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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상관 값을 측정할 창 내에 텍스쳐와 같은 특징이 있어야
하고 반복되는 무늬(pattern)가 없어야한다.
표면 내에서의 불연속성에 민감하다.
화소의 밝기,대비,깊이 영역의 급격한 변화,조명 등에 민감하다.

이러한 조건이 위배되는 경우 대응점의 매칭을 얻을 수 없으며 매칭의 정확
도는 창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며 창 내의 모든 점들에 대한 상관값을 계산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많은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매칭이 가능한 경우
특징기반 매칭처럼 특징점이 아닌 부분을 보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밀한 복원
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징기반 매칭 방법은 영상의 모든 화소에 대해 매칭을 하지 않고,영상의

밝기 정보로부터 추출된 심벌 특징(symbolicfeature)를 이용한다.이러한 심벌
특징에는 에지,끝점,모서리,선 및 특별한 연산자에 의해 선택된 점 등이 있으
며,이러한 특징들은 영상자체의 밝기보다는 밝기의 변화에 관련됨으로써 영상의
물리적 변화를 잘 나타낸다.즉,밝기 변화의 불연속은 실제 물체표면의 불연속
을 의미하여 이러한 불연속은 실제 물체표면의 불연속을 의미하여 이러한 불연
속은 표면의 깊이,방향,반사도,조명 등에 의해 발생된다.이러한 불연속으로부
터 추출한 특징들을 이용하여 정합하므로 정합의 결과는 광학적 변화에 강한 특
성을 가지게 된다.또한 영상에서 특징들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화소수보다 적으
므로 전체적인 계산처리 시간도 영역기반 정합에 비해 빠르다.그러나 영상의 모
든 점들을 정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얻어지는 깊이 정보가 생기게 되어 깊이 정
보를 구하지 못한 나머지 화소들에 대해서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구
해야하는 단점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갖는 특성이 훨
씬 두드러지므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역 중심의 매칭인 SSD CorrelationAlgorithm과 SMW 정

합 방법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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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영영영상상상 획획획득득득 (((IIImmmaaagggeeeAAAcccqqquuuiiisssiiitttiiiooonnn)))

DualCMOSCameraModule에서 FIFO RAM에 저장되고 한 프레(352x288)
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면 VSYNC 신호가 발생하고,이 신호가 C6711의 DSK
보드의 외부 인터럽트 6번 핀에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이 인터럽트 신호가 발
생하면 Vsync_init()이라는 ISR(InterruptService Routine)로 들어가서 FIFO
RAM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DMA 방식을 이용하여 DSK 내부 SDRAM에
저장하게 된다.이때 두개의 FIFO RAM에서 각각 8[bit]씩 데이터를 16[bit]데
이터 라인에 하위 (0～7bit)핀들과 상위(7～15bit)핀들에 연결되어 있어서 동시에
16[bit]데이터 타입으로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다.그리고 나서 16[bit]로 저장된
두개의 이미지를 분리하고 한 프레임(320x240)의 사이즈로 변환하기 위해서
GetImage()라는 함수를 구현하여 두개의 8[bit]Grayscale의 이미지로 나누어
저장한다.
그러나 위의 과정이 발생하기 전에 우선 DSK 보드를 초기화하고 CMOS

Camera에 넣어줄 클럭을 타이머를 동작시키고 인터럽트 6번이 발생했을 때 처
리해 줄 수 있는 루틴을 작성해야 한다.

111...DDDSSSKKK BBBoooaaarrrddd초초초기기기화화화
DSK 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초기화 해야 한다.외부 메모리를 읽고 쓰기

를 하기 위해서 EMIF(ExternalMemoryInterface)부분에 대한 초기화를 해주
어야 한다.그리고 DSK 보드에서 CMOS Camera로 클럭을 공급하기 위해서
Timer를 이용하여 클럭을 인가해 주어야 한다.따라서 타이머에 관한 레지스터
초기화를 해주고 이를 사용해야한다.일단 클럭이 CMOSCamera에 인가되면 카
메라는 디지털 YUV 신호,수평동기신호와 수직동기신호를 출력하게 된다.이때
한 프레임의 끝을 알리는 수직동기신호를 DSK 보드의 외부 인터럽트 핀에 연결
하여 외부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그래서 Vsync_init()이라는 수직동기신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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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루틴을 호출하게된다.이 함수는 DMA방식으로 외부 메모리인 FIFO 램에
저장되어 있는 한 프레임의 영상을 읽어 내부 SDRAM에 저장한다.이 때 DSK
보드의 읽는 타이밍하고,FIFO램에서 출력되는 타이밍이 일치하게 맞추어야 정
확한 데이터가 읽혀지게 된다.그리고 클럭이 인가되면 CMOSCamera에서는 계
속해서 영상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DSK에서 영상을 읽어 들이지
않으면 그 영상은 분실하게 된다.들어오는 데이터는 두개의 8[bit]FIFO 램에서
16[bit]데이터라인에 연결되어 DSK 보드의 SDRAM에 저장되기 때문에,이를
두개의 영상 데이터로 분리를 해주어야 한다.GetImage()라는 함수가 이러한 역
할을 수행한다.우선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16[bit]352x288size이기 때문에
이를 320x240의 사이즈로 변환하고,이를 두개의 8[bit]영상데이터로 변환하여
각각의 다른 메모리에 저장하게 된다.

Figure4.7 CDBfileInformationatCodeCompos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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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에서 보면 MEM 부분에서 코드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SDRAM 영역
과 영상이미지를 저장하는 이미지영역으로 나누었다.그리고 EMIF 부분에서
FIFORam과 동기화시키기 위한 레지스터 셋팅 부분을 추가하고,TIMER부분에
서 12.5[MHz]로 클럭을 발생해주기 위한 레지스터 셋팅 부분이다.

222...영영영상상상 캡캡캡쳐쳐쳐 (((IIImmmaaagggeeecccaaappptttuuurrreee)))구구구현현현
두 대의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캡쳐한다.

Figure4.8 ImageCapture

333...히히히스스스토토토그그그램램램 평평평활활활화화화 (((HHHiiissstttooogggrrraaammm eeeqqquuuaaallliiizzzaaatttiiiooonnn)))구구구현현현

본 논문에서는 두 대의 카메라에서 얻는 영상의 밝기 차가 없어야 한다는 것



-41-

을 기준으로 스테레오 매칭을 하고,밝기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알고리즘이기 때
문에 카메라 각각의 밝기 조정을 유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으
로 상대적으로 어두운 카메라에 각 픽셀에 대해 일정값의 정수를 더해주었으나
어두운 영역은 더 어둡고,밝은 영역은 밝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이 부분
을 히스토그램 평활화(Histogram equalization)을 적용하여 개선하였다.
명함 값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균일하자 못한 영상은 히스토그램 평

활화라고 불리는 처리에 의해 명암 값의 분포가 균일화되어 영상이 향상될 수
있다.히스토그램 평활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정한 분포를 가진 히스토그램을
생성하는 것이다.따라서 평활화를 수행한 히스토그램은 보다 균일한 분포를 가
질 것이다.다시 말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명암 값을 펼쳐서 명암 값이 균일한
분포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예를 들면,접혀있는 부채를 펼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단지 부채를 펼치는 것으로 더하거나 뺌 없이 있는 것을 그대로
펼치면 되는 것이다.그로 얻어지는 결과는 어두운 영상은 밝아지고 너무 밝은
영상은 조금 어두워져 적당한 명도 값을 유지하게 된다.그러므로 히스토그램 평
활화는 영상이 어두운 영역에서 세밀한 부분을 가질 경우 효과적으로 수행된다.
즉,변환 후의 명도 값 분포를 수정함으로서 전체적인 영상의 콘스라스트 밸런스
(Contractbalance)가 개선된다.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구현하려면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계산되

어 진다.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명도 값의 빈도수를 계산한다.
구한 빈도수를 이용하여 축적 히스토그램 값을 구하고 정규화 시킨
다.
정규화된 축적 히스토그램을 그레이 스케일 사상 함수로 이용하여 그
레이 레벨 값을 매핑한다.



-42-

Figure4.9 Histogram equalization

다시 말하면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정규화된 축적 히스토그램을 그레이 스케
일 매핑 함수로 이용하여 구현된다.

444...배배배럴럴럴 언언언디디디스스스토토토션션션 (((BBBaaarrrrrreeelllUUUnnndddiiissstttooorrrtttiiiooonnn)))구구구현현현

카메라로부터 취득된 이미지는 렌즈의 곡률 때문에 생기는 이미지 왜곡현상
을 가지고 있다.때문에 이러한 이미지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카메라 캘리브레이
션을 통한 왜곡상수를 구하고,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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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0 Processofbarrelundistortion

555...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정정정합합합 (((SSSttteeerrreeeoooMMMaaatttccchhhiiinnnggg)))구구구현현현

스테레오 매칭에서 깊이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시에 같은 장면
을 촬영한 두 장의 이미지에서 대응점을 얼마나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이러한 대응점을 찾는 스테레오 정합 기법에는 크게 영역기
반 매칭(area-basedmatching)과 특징기반 매칭(feature-basedmatching)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영역 기반 매칭의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주로 카메라의 대상이 되는 배경의

표면특징이 두 개의 좌우 이미지에서 서로 일치해야 하고,상관도(cross-correlat
ion)나 SSD(sum ofsquareddifference)를 사용하여 정합한다.이것은 국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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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은 형상 영역을 매칭 시킴으로서 조밀한 변이도를 구할 수 있지만,매칭
시키는 영상 영역내의 모든 지점의 변이가 서로 유사하다는 가정을 하여야 하므
로 경계 부분에서 많은 오차가 발생한다.그리고 명도의 변화가 없는 표면이나
반복되는 무늬가 있는 경우 매칭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또한 상관관
계를 계산하고 이들 중에서 최소화되는 영역을 찾는 매칭 과정은 설정된 전체
영역 모두에서 처리되어야 하므로 깊이 지도를 표현 하기에는 좋으나,많은 계산
량이 요구되어 전체적인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한편,특징기반 매칭에서는 먼저 전체 영상에서 경계나 코너와 같이 영상의

특징 부분을 추출하고 추출된 영상 특징공간을 매칭시키는 것으로 특징 부분만
을 처리하므로 정합 오류를 줄일 수 있지만,상대적으로 많은 다른 영역에 대해
서는 정합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또한 영역기반 매칭과는 달리 상관도를 계
산하지 않아도 되므로 처리 속도는 향상시킬 수 있으나 영상의 전체 영역에 대
한 조밀한 변이 추정은 불가능하며,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간
(interpolation)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특징기반 방식의 정확한 정합과 영역기반 방식의 조밀한 정합 처리의

장점을 이용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영상처리 연산을 요구
하지만 비교적 DisparityMap을 표현 하기에 적합한 영역기반 매칭을 선택 하였
고,그중에서 SSD(Sum ofSquaredDifferences)정합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초기에 SMW(Symmetric Multi-Window) 알고리즘을 포팅하려 하였으나
TMS320C6711DSK 보드에 적용하기에는 메모리가 제한이 있고,많은 연산량으
로 인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SSD알고리즘을 적용하도
록 하였다.
SSD상관도 알고리즘은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먼저 매칭에 사용되어지는

한 쌍의 이미지는 카메라 Calibration과 Rectification을 거쳐서 각 이미지의 수평
선이 동일하다는 것이다.다음으로 실 좌표계의 한 점에 해당되는 각 이미지 좌
표점의 밝기값은 동일하다는 것이다.만약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이미지에 대한
Normalization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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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기반 매칭 알고리즘은 좌측이미지의 각 픽셀에 대하여 우측이미지 수평
선의 각 픽셀에 작은 윈도우를 씌우고 비교를 한다.
SSD에러가 최소가 되는 좌우영상의 픽셀간 거리가 Disparity가 된다.각 이

미지에 SSD Matching을 적용한 결과로서 나오는 Disparity를 Intensity영역으로
Normalization하여 보여주는 것이 DisparityMap이다.DisparityMap은 밝은색
의 pixel일수록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며 어두운 색일수록 먼 거리를 의미하게 된
다.
C++과 MFC로 구현한 소스(SMW)를 분석하여 DSP보드에 포팅하기 위하

여 C언어로 컨버팅하였다.하지만 DSK의 속도와 메모리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여 기존의 SMW(Symmetricmulti-window)Source를 상당수 수정 축소하
여 SSD부분만을 최적화 시켰다.
최적화된 Source를 DevelopmenttoolsSoftware인 CodeComposerStudio를

이용하여 DSK에 포팅하였다.

Figure4.11 Disparitymap(SSD)

Figure4.12 Disparitymap(S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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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실실실험험험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AAA...실실실험험험 환환환경경경
본 연구에서 구현한 스테레오 비전은 CMOS카메라,DSP등을 이용하여 시스

템을 구성하였다.기존의 PC 기반의 시스템보다 더 간단하게 모바일 시스템을 구
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11...본본본 연연연구구구의의의 스스스테테테레레레오오오 매매매칭칭칭에에에 사사사용용용된된된 실실실험험험 환환환경경경

● CMOS카메라 :OV6630
-imager:1/4"CMOS
-Pixel:352(H)×288(V)
-FocalLength:3.6mm/F4.3

● DSP:TMS320C6711
-150MHzTMS320C6711DSP
-16MBon-boardmemory,128KBFlashROM
-TLC320AD53516-bitDataConverter

● FIFORAM :AL422B
-384K (393,216)×8bitFIFOorganization
-Read/Writecycletime:20ns
-Accesstime:15ns
-5V or3.3V powersupply
-Standard28-pinSOP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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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oftware:CSS2.1
Developmenttoolssoftware:
-CodeComposerStudioIDE
-DSP/BIOSIIRTOS
-Compiler,assembler,linker
Foundationsoftware:
-Chipsupportlibrary
-Imagingsourcelibrary
-DMA memorystreamingutilities

BBB...실실실험험험 방방방법법법
서로 다른 스테레오 비전 알고리즘을 DSP상에서 구현하여 비교 분석해 봄으

로서 모바일 로봇에 적용하기 적합한 속도와 성능을 갖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알
아 보았다.기존의 PC를 통한 시스템과 DSP에서 구현한 실험 결과를 비교해 봄
으로써 실험결과의 객관성과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두 대의 CMOS카메라에서 동시에 영상을 취득하여 8[bit]의 그레이 영상을

FIFO 램에 저장을 함과 동시에 TMS320C6711DSP보드에 영상이 입력되면 간
단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캘리브레이션과 스테레오 매칭 연산을 하게 된다.
제작한 스테레오 비전 모듈이 실용적인 기술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를 알

아보기 위해 제작한 모듈을 통해 영상을 취득하고 스테레오 매칭을 하였다.그림
5.1은 실험에 사용된 모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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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1 Sterovisionmodule

CCC...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

111...SSSSSSDDD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

Figure5.2(a)Disparitymapresult-SSD(90Cm,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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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2(b)Disparitymapresult-SSD(90Cm,d:25)

Figure5.2(c)Disparitymapresult-SSD(90Cm,d:25)

위 영상들은 ImageSize120x200에 eta[-2,3],sai[-2,3],MaxDisparity=25
의 파라미터 값들을 변경하였을 때 나온 결과들이다.시간은 28[sec]정도의 시간
이 경과하였다.
현재 SMW를 320x240의 사이즈로 구현할 때 가장 좋은 DisparityMap이 생

성되는데 메모리 문제상 구현이 힘들고,SSD만을 구현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만족할 만한 DisparityMap이 생성되지 않는다.
문제 요인은 카메라의 수평선이 부정확하고 BaseLind이 멀며 (10Cm)두

카메라의 대응되는 이미지 좌표점의 밝기 값이 이미지 좌표점의 밝기값과 동일
하지 않음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22...SSSMMMWWW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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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과정을 거쳐 카메라 좌우 영상을 SMW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입력된 영
상으로부터 Disparitymap을 구하도록 하였다
그림 5.3에서 왼쪽과 중앙은 CMOS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영상이며 오른쪽

은 SMW 매칭 결과이다.
본 실험에서의 이미지 사이즈는 160×120으로 하였으며 카메라의 간격은
5Cm,Maxdisparity값은 25로 하여 스테레오 매칭을 하였다.
실험결과와 같이 인형의 형태나 배 부분의 돌출부가 잘 나타나는 반면,아래
부분에서 노이즈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결과가 양호하게 나오지만 특징점이 겅의 없는 부분,즉 배경
이나 가려짐(Occlusion)오차에 민감하다는 것을 본 실험을 통해 영역기반 스
테레오 매칭의 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5.3 Disparitymapresult-SMW (60Cm,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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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규모가
크고 소형이나 모바일 로봇에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는)을 보완하여 모듈화 하는
데 그 목적을 갖는다.
하드웨어적으로 DualCMOS CameraModule은 CMOS 카메라와 FIFO램,

NOT게이트와 OR게이트를 구성하고 이를 TMS320C6711DSK보드와 연결하여
모듈을 제작하였다.소프트웨어적으로는 DSPChip에 CodeComposertool을 이
용하여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을 포팅하였다.
기존의 시스템들은 비전 센서를 도입하기 위해서 크고 복잡한 회로들을 필요

로 했다.이 점을 본 논문에서는 비전센서를 모듈화함으로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다른 프로세서나 보드에 연결하여 사용하더라도 메모리 동기화 문제만 해결하면
문제없이 동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으로 큰 문제점이 야기 되었다.DualCMOS Camera

Module외형 제작 시 수평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외형 프레임을 제작하였는데
미세한 움직임까지 수정하기가 어려웠다.차후 이 부분은 자체 프레임을 디자인
하여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그리고 카메라 모듈의 외형 때
문에 두 대의 카메라 사이의 거리가 10[Cm]이하로 줄이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스테레오 매칭을 하는데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었다.이 부분에 대한 고
려도 차후에 해야 할 것이다.또한 C6711DSK 보드에 매칭 알고리즘을 포팅하
고 테스트 결과 PC에서 테스트한 것보다는 메모리와 처리 속도 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점들을 보완하면 모바일 로봇의 시각분야와 장애물 감지 분야,다른 영

상관련 시스템에 응용,상용화 내지는 영상처리 시스템의 대중화에 적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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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111...SSSSSSDDD정정정합합합 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관관관련련련 소소소스스스

-영상 크기,파라미터 값
#defineIMG_HEIGHT 128 //ImageSize_Height
#defineIMG_WIDTH 200 //ImageSize_Width
#defineIMG_SIZE 128*200 //ImageSize_Total
#defineMWND_MIN -2 /eta,sai의 값
#defineMWND_MAX 3 //eta,sai의 값
#defineWND 25 // MaxDisparity

-SSD에러가 최소가 되는 좌우영상의 픽셀간 거리
tot=0;
d=0;
fMaxDis=0.0f;

for(y=0;y<IMG_HEIGHT;y++)
{

for(x=0;x<IMG_WIDTH;x++)
{

fMinDis=100000.0f;

for(d=0;d<WND;d++)
{
fCurDis[d]=RelationFactor(Left,Right,x,y,d);
if(fCurDis[d]<fMinDis)
{

nCount=d;
fMinDis=fCurDis[d]; //최소의 disparity값

}
}
fTempValue[x+y*IMG_WIDTH]=fMinDis;

}
}

-SSD에러가 최소가 되는 좌우영상의 픽셀간 거리
for(y=0;y<IMG_HE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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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x=0;x<IMG_WIDTH;x++)
{

fDisparity[x + y*IMG_WIDTH] = fTempValue[x +
y*IMG_WIDTH];

}
}

-SSD상관 알고리즘 부분
/*SSD CorrelationAlgorithm -실제 두 점간에 Disparity를 구하는 부분

*/

floatRelationFactor(unsignedchar*Left,unsignedchar*Right,intnX ,int
nY,intnD)
{

floatfCorrect;
floatfTop,fBottom;
intxsi,eta;
floatfBLeft,fBRight;
intnCur;

fBLeft=0.0f;
fBRight=0.0f;
fTop=0.0f;
fBottom =0.0f;
fCorrect=0.0f;

for(xsi=MWND_MIN ;xsi<MWND_MAX;xsi++)
{

for(eta=MWND_MIN;eta<MWND_MAX;eta++)
{

nCur=nY*IMG_WIDTH+nX;

fTop+=SQ(Left[nCur+(eta*IMG_WIDTH +xsi)]-
Right[nCur+(eta*IMG_WIDTH +xsi)+nD]);

}
}

for(xsi=MWND_MIN ;xsi<MWND_MAX;x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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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ta=MWND_MIN;eta<MWND_MAX;eta++)
{

nCur=nY*IMG_WIDTH+nX;
fBLeft+=SQ(Left[nCur+(eta*IMG_WIDTH +xsi)]);

}
}

for(xsi=MWND_MIN ;xsi<MWND_MAX;xsi++)
{

for(eta=MWND_MIN;eta<MWND_MAX;eta++)
{

nCur=nY*IMG_WIDTH+nX;
fBRight+=SQ(Right[nCur+(eta*IMG_WIDTH +xsi)

+nD]);
}

}

fBottom =sqrt(fBLeft)*sqrt(fBRight);
fCorrect=fTop/fBottom;

returnfCorrect;
}

-메디안 필터 적용
floatmedian(float*Mask)
{

inti,j,buf;

for(i=0;i<23;i++)
{

for(j=1;j<23;j++)
{

if(Mask[j+1]<Mask[j])
{

buf=Mask[j+1];
Mask[j+1]=Mask[j];
Mask[j]=bu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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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Mask[12]);
}

222...BBBaaarrrrrreeelllUUUnnndddiiissstttooorrrtttiiiooonnn처처처리리리 관관관련련련 소소소스스스

voidcorrectOne(unsignedchar*origImage,unsignedchar*corrImage,
inti,intj,doublei0,doublej0)

{
........
index=j+i*expandedWidth; //j+i*expandedwidth;

/*Theactualsurroundingimagepixels*/
i1=(int)floor(i0);
j1=(int)floor(j0);
i2=i1+1;
j2=j1+1;

/*Bilinearinterpolationwiththefourpixels
(i1,j1) (i1,j2)
(i2,j1) (i2,j2),

butsomeorallofthesemaybeoutsidetheoriginalimage*/

/*Completelyoutsidetheimage:*/
if(i2<0||j2<0||i1>=240||j1>=320)
{

corrImage[index]=255;
/*Oratleastoneofthepointsisinside:*/
}
else
{

t=i0-i1;
s=j0-j1;
/*Onanedge?Anyoneofthesecasesreducestolinear
interpolation:*/
if(i1<0)
{

i1=0;
t=0.0; /*i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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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j1<0)
{

j1=0;
s=0.0;

} /*j2==0*/
if(i2>=240) //if(i2>=width)
{

i2=239; //height-1;
t=0.0;

} /*i1==height*/
if(j2>=320) //if(j2>=height)
{

j2=319; //width-1;
s=0.0;

} /*j1==width*/

corrImage[index]=(unsignedchar)floor(origImage[j1+i1
*width]*(1-t)*(1-s)+

origImage[j1+i2*width]* t*(1-s)+
origImage[j2+i1*width]*(1-t)* s +
origImage[j2+i2*width]* t* s +
0.49999999);

}
}

//한 이미지를 4등분하여 한 점에 대응하는 각 세점(왜곡이 대칭적으로 일어남
을 이용)을
//보정한다.즉 한번에 4점씩 보정
voidcorrectPixels(unsignedchar*origImage,unsignedchar*corrImage,inti,
intj)
{

....

/*Coordinatesofthepixelinthecorrectedimage*/
x=((2*j-353)*scale)/(2.0*width);
y=((2*i-265)*scale)/(2.0*width);
r=sqrt(x*x+y*y);

/*Thedataforthepixelat(x,y)comesfrom thepixelwithdistanceR*/



-59-

R=inv_r_map(r);
x1=R*x/r;
y1=R*y/r;

HalfHeight=120; //height>>1;
HalfWidth=160; //width>>1;
y1Width=y1*320; //y1*width;
x1Width=x1*320; //x1*width;

correctOne(origImage,corrImage,i,j,
y1Width+HalfHeight,x1Width+HalfWidth);

correctOne(origImage,corrImage,expandedHeight-i-1,j,
-y1Width+HalfHeight,x1Width+HalfWidth);

correctOne(origImage,corrImage,i,expandedWidth-j-1,
y1Width+HalfHeight,-x1Width+HalfWidth);

correctOne(origImage,corrImage,expandedHeight-i-1,
expandedWidth-j-1,
-y1Width+HalfHeight,-x1Width+HalfWidth);

}
voidcorrect(unsignedchar*origImage,unsignedchar*corrImage)
{

.......

for(i=0;i<132;i++) //for(i=0;i<E_Height;i++)
{

for(j=0;j<176;j++) //for(j=0;j<E_Width;j++)
{

correctPixels(origImage,corrImage,i,j);//각각의 픽셀
들을 변환한다.

}
newProgress=5*round(0.113636363*i);

//5*round((20.0*i)/E_Width);

if(progress!=newProgress)
{

progress=newProgre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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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히히히스스스토토토그그그램램램 평평평활활활화화화 관관관련련련 소소소스스스

voidHisto_Equal(intnEqual,unsignedchar*pTemp,intdir)
{
..................................

total_pixels=height*width-nEqual;
if(dir==LEFT){

for(y=0;y<height;y++){
for(x=0;x<width;x++){

k=pTemp[x+y*width];
pLBuffer[x+y*width] =

sum_of_hist[k]*(255.0/total_pixels);
}

}
}
else{

for(y=0;y<height;y++){
for(x=0;x<width;x++){

k=pTemp[x+y*width];
pRBuffer[x+y*width] =

sum_of_hist[k]*(255.0/total_pixels);
}

}
}

.............................
}

voidHisto_Stretch(unsignedchar*pTemp,intdir)
{
........................................

if( dir==LEFT){
for(y=0;y<height;y++){

for(x=0;x<width;x++){
pLBuffer[x+y*width]=bLUT[(unsignedchar)pTemp

[x+y*width]];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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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for(y=0;y<height;y++){

for(x=0;x<width;x++){
pRBuffer[x+y*width]=bLUT[(unsignedchar)pTemp

[x+y*width]];
}

}
}

.......................................
}

444...영영영상상상 획획획득득득 부부부분분분 관관관련련련 소소소스스스

voidVsync_init()//verticalsyncinterruptserviceroutine
{

..........

if(Get_Status()==FALSE){
Set_Status(TRUE);
IRQ_disable(IRQ_EVT_EXTINT6);//이 DMA를 사용해

메모리 카피를 할 동안 인터럽트를 Disable한다.
DAT_open(DAT_CHAANY,DAT_PRI_HIGH,

DAT_OPEN_2D);
transferId=DAT_copy2d(DAT_1D2D,p_src,p_dst,

704,288,704);
DAT_close();

}
}

voidGetImage(Uint16*dst)
{
.......

DAT_open(DAT_CHAANY,DAT_PRI_HIGH,0);
for(i=0;i<240;i++)//영상사이즈를 352*288을 320*240

사이즈로 변환
{
j=352*(24+i)+16;



-62-

transferId=DAT_copy(dst+j,p_resize+i*320,640);
DAT_wait(transferId);

}
DAT_close();

for(i=0;i<320*240;i++)//16bits데이터를 두개의
8bits데이터로 분리

{
*(fst++)=(unsignedchar)(*(p_resize)>>8);
*(snd++)=(unsignedchar)*(p_resize);
p_resize++;

}
}


	Ⅰ.  서  론
	Ⅱ.  스테레오 영상 정합에 관한 관련 연구
	A.  카메라 모델
	B.  에피폴라(Epipolar) 기하학
	C.  스테레오 매칭

	Ⅲ.  하드웨어 구성
	A.  전체 시스템 개요
	B.  하드웨어 설계

	Ⅳ.  소프트웨어 구성 및 알고리즘 설명
	A.  스테레오비전 개요
	B.  영상 획득 (Image Acquisition)

	Ⅴ.  실험 및 고찰
	A.  실험 환경
	B.  실험 방법
	C.  실험 결과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