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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카메라의 제한된 시야각을 극복하고 여러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정합하여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 파노라마 영상 기술 개발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파노라마 영상 제작 시 속도와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전처리, 후처리 과정을 제안한다. 
전처리 단계에서 카메라 센서 정보인 3차원 회전각으로 영상 간 공통 영역을 구하여 스티칭 알고리즘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후
처리 단계에서 가중치를 추가한 최소 오차 경계 블랜딩 방법을 제안하여 파노라마 영상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실험을 통해 결

과 검증 및 비교한다.

Abstract

Recently panoramic image overcomes camera limited viewing angle and offers wide viewing angle by stitching plenty of images. 
In this paper, we propose pre-processing and post-processing algorithm which makes speed and accuracy improvements when 
making panoramic images. In pre-processing, we can get camera sensor information and use three-dimensional rotation angle to 
find RoI(Region of Interest) image. Finding RoI images can reduce time when extracting feature point. In post-processing, we 
propose weighted minimal error boundary cut blending algorithm to improve accuracy. This paper explains our algorithm and 
shows experimental results comparing with existing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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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현장감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실감을

전달하는기술인 AR, 360° VR 비디오, 파노라마등과같은
실감미디어기술개발이주목받고있다. 파노라마영상은
사람의 시야각 이상의 넓은 화각을 가진 영상을 제공하며

카메라의 시야각 제한을 극복하여 현장감을 제공한다. 이
러한 파노라마 영상은 로봇 비전, 스테레오 카메라, 보안
감시, 항공영상및위성서비스등의분야에서다양하게활
용되며 연구되고 있다[1]. 파노라마 영상 생성은 중첩 영역
을가진여러영상을하나의 영상으로정합하는기술로영

상의 특징점 추출, 추출된 특징점을 선별하여 매칭, 변환
및 왜곡 후 이미지 합성 단계로 이루어진다. 
특징점 추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기법은 DoG(Di- 
fference of Gaussian)을통해주변보다밝기값이어둡거나
밝은영역의중앙의위치를찾아특징점을추출하고, 각특
징점에 대해 주변 화소들을 이용하여 디스크립터(discrip- 
tor)를형성한다[2]. 이는스케일과회전, 노이즈영상에는강
인하지만, 고화질 영상에서 계산량이 많아 영상처리 속도
가느리다는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한 SURF(speed up ro-
bust feature)기법은 SIFT와 견줄만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계산 속도는 빨라진 알고리즘이나 이 역시 다수의 고화질

영상을 처리하기위해서는더 빠른 특징점추출기법이필

요하다는 어려움이 있다[3]. 속도 측면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이는 FAST기법또한잡음에약하며특정상황에서정확
도가떨어지는단점이있다. 이러한파노라마영상생성기
술은 상당한 계산과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술로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 개발은 계속 개선돼야 한다.
본논문은영상정합시특징점을 추출하는기존의스티

칭 알고리즘의 속도 개선을위해 전처리 과정을제안한다. 
이는카메라에내장된관성센서를 이용해영상의중첩부

분인 RoI(Region of Interest)영역을 찾고, 해당 영역에서만
스티칭알고리즘을적용할수있도록한다. 이때관성센서
를통해요(Yaw), 피치(Pitch), 롤(Roll)값을구하고이를상
대적 거리 좌표로 변환하여 RoI영역을 구한다. 
스티칭알고리즘을통해얻은영상은아직공통영역에서

포개짐방식이부자연스럽기때문에후처리과정인블랜딩

(Blending)기술로보정해주어야한다. 블랜딩과정은차이
가있는서로다른두영상을적절한구간을중심으로영상

경계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포갠다. 이는 시각적으로 자연
스럽게보이는파노라마영상을제공한다[4]. 블랜딩기술로
는 라플라시안(Laplacian) 피라미드 영상을 이용한 피라미
드 블랜딩(Pyramid Blending), 벡터 기울기(Gradient)와 포
아송방정식의해를계산해경계를최적화하는포아송블랜

딩(Poissom Blending), 영상간차이가가장작은픽셀을경
계로 하여 합성하는 최소 오차 경계 블랜딩(Minimal Error 
Boundary Cut Blending)이 있다. 그 중 최소 오차 경계 블
랜딩은계산량이적고사람의시각에도효과적이어서널리

사용되지만 빛에 취약하고 밝은 영역에서 오차를 보이는

단점이있다. 본논문은이를개선할수있는주파수필터와
가중치를 이용한가중치최소오차경계블랜딩 기술을제

안한다.
본논문은 2장에서전처리과정에서사용되는카메라센
서정보값에대한설명과후처리단계의배경이되는기술인

최소오차경계블랜딩기술에대한설명을한다. 다음장에
선카메라센서정보인회전각데이터값을이용해영상간

상대적거리를좌표화하는전처리과정에대해기술한다. 또
한최소오차경계블랜딩의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는가

중치기반의블랜딩알고리즘을제안한다. 이후 4장에서각
단계별실험결과와기존알고리즘과의속도비교, 최종파
노라마 영상을 보이고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배경 기술

1. 카메라 센서 정보

본 절에서는 카메라 관성 센서에서 추출되는 오일러 각

(Euler angle)에 대해 기술한다. 오일러 각은 물체가 놓인
방향을 3차원 공간에 표시하기 위해 도입한 세 개의 회전
각도이다. 즉 3차원 상에 놓인 물체의 방향은 오일러 각을
이용한세번의회전을통해정확하게특정할수있다. 그림
1(a)는 3차원 공간상에서 오일러 각을 표현한것으로원점
(O)을 기준으로 물체가 있는 방향을나타낸 그림이다. z축
을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된 xy평면상의 각도 α를 요(Y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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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하고, 회전된 x축인 x’축을회전축으로한회전각 β를
피치(Pitch)라고 하며, z’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각 γ를 롤
(Roll)이라고 한다. 이때회전방향은 각축의양의방향에
오른손 법칙을 적용한 방향을 +로 한다.
다음그림1(b)는스마트폰에적용된 오일러각을도식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같이 기기의 카메라를 기준으
로 x, y, z축 방향을 구분하여 각 방향에 가해진 가속도를
측정하고, 자기장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각 축에 해당하는
오일러 각을 얻을 수 있다[5]. 이때 요는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회전된각도이며이상적인상황에서그범위

는 0~2π라디안값을갖는다. 피치는기기의경사요소로수
직기울기를각도로나타낸다. 즉기기가수평일때를기점
으로 머리 부분이 높아지면 증가, 낮아지면 감소하는 데이
터 값을 갖는다. 그 범위는 –π~+π라디안 값이다. 롤은 좌
우회전요소로수평기울기를나타낸다. 이는기기의카메
라렌즈가하늘을 향하고좌우가수평일 때를 기준으로좌

측의 위치가 높아지면 증가, 낮아지면 감소하여 π~+π라디
안 값을 갖는다.
센서를 통해 얻은 회전각 정보는 영상 스티칭의 전처리

과정에서 정확도나 속도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영상을 왜곡시키는 와핑(warping)에 사용되는 변환행렬을
회전각을 이용해 만들어 영상 정합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

법이 연구되었다. 또한 다수의 영상간 효율적인 스티칭을
위해 회전각을 이용해 영상 그룹핑(grouping)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6].

2. 최소 오차 경계 블랜딩(Minimal Error Boundary 
Cut Blending)

본 절에서는서로다른 두영상의공통 영역에서적절한

구간을경계로 포개는 블랜딩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스티
칭 알고리즘결과영상을 후처리과정없이포개면고스팅

                  

(a) 오일러 회전각 (b) 기기에 적용된 회전각

그림 1. 3차원 좌표상에서 회전각
Fig 1. Three-dimensional rotation angle 

    

(a)공통 영역을 갖는 두 영상 (b)픽셀값에 따른 최소 오차 경계 계산 과정

그림 2. 최소 오차 경계 알고리즘
Fig 2. Minimal Error Boundary Cu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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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ting)현상이나 영상 속 물체가 잘리는 등의 시각적으
로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후처리 과정에
서블랜딩을 하는데이때최소오차경계블랜딩은 속도가

빠르고 시각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최소오차경계알고리즘은최소비용경로(minimal cost 

path)를 찾는 것이다. 그림 2(a)에서 과 를 공통 영역

을 가진 서로 다른 두 영상이라고 했을 때, 오차 e는 다음
식(1)과 같이 구한다. 이때 

와 
는 공통 영역 내의

각 위치의 픽셀값으로 오차는 두 값의 차이의 제곱값이

다. 경계선을 찾기 위해서 계산된 오차값을 이용한 식(2)
를 통해 오차행렬 E(error weight matrix)을 만든다. 그림
2(b)는 오차행렬 생성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
오차값()은 수직 위 원소( )와 대각선 위 원소들

(   )중 작은 값과 더해져 갱신된다. 오차행
렬의마지막행에서가장작은값이수직경계경로의끝을

나타내고이를통해최소비용경로를구할수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수평 경계선을 구할 수 있다[7].

  


 (1)

 min      (2)

최소 오차 경계 알고리즘은 계산량이 적어 속도가 빠르

고 쉽게 사용 가능하여 널리 쓰이지만 빛에 영향을 받고

명도에 따라 밝은 영역에서영상내물체가잘리는 문제가

발생된다. 다음장에서최소오차경계의단점을개선할수
있는 블랜딩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Ⅲ. 제안 기술 소개

1. 파노라마 영상 생성 흐름도

그림3은 제안 기술에 대한 전체 흐름도이다. 위치와 방
향, 기울기가서로다르게촬영된공통영역이있는영상들
을 입력으로 받고 이때 카메라 센서 데이터 값을 이용해

영상의 3차원회전각을계산한다. 이값들을이용해영상을
좌표화할수있고이때공통된영역을찾을수있고롤값으

로영상교정을할수있다. 이렇게전처리과정을거친뒤
ORB(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 스티칭 알고리
즘을통해공통영역에서만특징점추출을한다. 후처리과
정인 블랜딩은 스티칭 결과 영상에 소벨(sobel) 필터를 적
용하고 각 픽셀값의 명도에 적응적인 가중치를 두어 최소

오차 경계 블랜딩을 수행하여 영상의 경계를 찾아 정합한

다. 다음절부터각순서에해당하는제안된기술들을설명
한다.

2. 3차원 회전각을 이용한 영상 좌표화

카메라센서값을이용해각영상의 3차원회전각정보를
알면 이를 통해 영상 간 상대적 거리를 계산 할 수 있다. 
즉 상대적 거리를 구해 영상들을 한 평면상에 좌표화하여

공통영역을구할수있다. 우선상대적거리를구하기위해
카메라렌즈의화각계산이필요하다. 그림4는카메라의단
면을 나타낸 것으로 화각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카메라의
화각은 초점거리(focal length)와 이미지 센서 크기로 결정

그림 3. 파노라마 영상 생성 흐름도
Fig 3. Panoramic image processing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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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카메라의 특성이 되는 고유값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카메라 단면과 렌즈 화각
Fig 4. Camera cross-sectional diagram and lens viewing angle

그림4에서 F는카메라초점거리로렌즈중심에서카메라
센서 촬영면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고, 이는 렌즈가 표현할
수 있는 화각의 범위를 결정한다. s는 이미지 센서의 길이
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대각선 길이로 총 3가지 길이로
구분되며 이길이에 따라 가로방향 화각, 세로 방향 화각, 
대각방향화각이결정된다. 식(3)은초점거리와이미지센
서 길이에 따른 화각 θ를 계산하는 식이다.

  tan-1 (s/2F) (3)

         
카메라화각을알고센서정보를통해 회전각정보가있

다면영상간상대적거리를구할수있다. 그림5(a)는공통
영역이있는요, 피치, 롤값이모두다른두영상 A, B를한
평면상, 즉 2차원공간에나타낸것으로 z축을기준으로영
상을 내려 봤을 때의 모습이다. 이때 A, B의 중심을 각각
 라 하고 x축, y축으로 떨어진 거리를 각각 dx, dy라
한다. 두중점간직선거리를영상의상대적거리라고한다.
그림5(b)는 영상 A, B를 y축에서 내려 본 모습으로 두
중점   간 x축으로 떨어진 상대적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도식화한그림이다. 이때상대적거리 dx는영상 A가
놓인 평면을 기준으로 B의 중점 를투영하여 와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두 영상은 같은 크기로 너비(W)
와 높이(H), 화각(θ)를 갖기때문에 요값을 이용해 식(5)와
같이 dx를구할수있다. 이때식(4)에서 와 는각각

A, B의 요값이고, 식(5)의 는 가로 방향 화각이다.

 

 




(4)

  × 



×






(5)

y축으로떨어진상대적거리 dy도위와마찬가지로구할

               (a)두 영상의 중심 간 상대적 거리         (b)y축을 기준으로 본 영상 간 상대적 거리

그림 5. 공통 영역을 가지는 두 영상
Fig 5. Two images having RoI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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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식(6)에서 는 A, B의피치값의차이고, 는세
로 방향 화각이다.

  × 





(6)

위와 같이 계산한 dx, dy를 이용해 서로 다른 영상들을
한좌표평면상에좌표화하여표시할수있다. 이때공통
영역을가진영상들은그영역을구할수있고, 롤값을이용
해 영상의 수직 회전 보정을 한다.

3. ORB(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

전처리과정을거쳐영상들의공통영역을 구하고이영

역에 한해서 스티칭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처리 시간을 단

축할수있다. 본논문에서사용한특징점추출알고리즘은
ORB로 FAST 특징점 디스크립터(descriptor)와 BRIEF 디
스크립터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으며 FAST 알고리즘보다
효율적인 계산으로 빠르고 정확한 방향성을 갖는 장점이

있다. FAST는임의의한픽셀을중심으로일정값이상밝
거나 어두운 n개의 연속되는 픽셀(반지름 3인 원 기준)이
있을 때 특징점으로 판단하는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고속
으로특징점을추출하기때문에 SIFT나 SURF의방식에비
해 속도 측면에서 월등하다. 

ORB는 반지름을 9로 하는 FAST-9를 사용하고 방향에
대한 계산을 넣어 코너의 방향성을 판단한다. 이때 in-
tensity centroid방법으로 계산하고 이는 식(7)과 같이 계산
한다. 식에서 m은 패치 모멘트, C는 중심정(centroid)를 뜻

하고 패치의 방향성θ는 벡터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7)

이러한 중심점 기반의 방법은 기울기(gradient) 기반의
방법인 BIN, MAX에보다노이즈와회전에방향성분산이
일정하다. 또한 ORB는 FAST 알고리즘에 해리스 코너

(Harris corner)방법을사용해특징점을정렬하고멀티스케
일(multi-scale)기능을 추가하여 이미지스케일 피라미드를
생성하는 특징을 갖는다. 
기존의 BRIEF는 몇 도의 회전에도 매칭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ORB에서 이를 개선하여 특징점
각도에 대해 BRIEF를 회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in-plane 회전에 대해 불변한 BRIEF 알고리즘이다[8].
이와 같은 ORB기술은 전처리 과정에서 구한 영상들의
공통 영역에서만진행하여속도를 개선한다. 이후 결과 영
상은 후처리 과정인 블랜딩을 통해 최종 파노라마 영상이

된다. 다음절에선가중치를이용해최소오차경계블랜딩
의 단점을 보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4. 가중치 최소 오차 경계 블랜딩(Weighted Minimal 
Error Boundary Cut)

최소 오차 경계 블랜딩 알고리즘은 앞서 설명했듯이 계

산량이 적어 속도가 빠르며 시각적으로도 효과적이다. 따
라서파노라마영상후처리단계에사용하기에적합하지만

그림 6. ROI 영역(박스)에서 최소 오차 경계를 이용한 블랜딩 결과
Fig 6. Result of Minimal Error Boundary Cut B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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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영향을 받거나 영상의 명도 영역 분포에 좌우 되어

연속적이지않게정합되는단점이있다. 그림6은공통영역
을 가진 두 영상을 최소 오차 경계 알고리즘으로 블랜딩

하는과정이다. 이때블랜딩후영상에서나무가잘리는현
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나무가 상대적으로 건물의 기둥

옆의틈보다밝은(높은픽셀값) 영역이기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7은 명도에 따라 오차가 나는 이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통 영역의 픽셀값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과 는 공통 영역의 픽셀 값들을 나타낸 것이
다. 최소오차경계알고리즘은앞장에서설명했듯이오차
값e를계산하고이를통해오차행렬E를얻어최단비용경
로를찾는것이다. 그림에서오차값은 25가가장작아해당
픽셀이선택되지만이때오류가생긴다. 5와 10의오차값은
5로다른픽셀보다작은값을갖고 50과 60의오차값은 100
으로큰값을갖는다. 하지만이는절대적인비교이고상대
적으로 봤을때, 작은픽셀값인 5와 10에서의오차의 비율
은 50과 60에서의오차비율보다훨씬크기때문에오차값
100을갖는픽셀을선택해야한다. 즉최소오차경계알고

리즘은 어두운 영역(픽셀값이작은 영역)을 선택하여오류
가 생기는 단점이 있다. 
다시그림6으로돌아가면, 기둥옆에검정색틈이있는데
이는픽셀값이 0에가까운값을갖기때문에나무보다훨씬
낮은 픽셀값들이분포하고있다. 따라서 오차값도 훨씬 낮
아기둥옆의틈을따라경계선이생성된다. 때문에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각의 오차값에 가중치를 두어 상대

적인접근이필요하다. 다음식(8)은각픽셀값을고려하여
가중치를 둔 것이고 이때 오차값을 라고 하고 그림7에서
선택되는 최소 오차 픽셀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또한두영상의세밀한 경계를찾기위해고주파성분에

가중치를 둔다. 그림8은 제안하는블랜딩 알고리즘흐름도
이다. 공통 영역에 소밸(Sobel)필터를 적용하여 영상의 고
주파 성분을 구하고, 이를 시그모이드 함수로 정규화하여
가중치를만든다. 이가중치는위에서재정의한오차값 

그림 7. 최소 오차 경계 알고리즘 계산 과정
Fig 7. Minimal error boundary cut blending algorithm

그림 8. 가중치 최소 오차 경계 블록도
Fig 8. Weighted minimal error boundary cut blending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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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오차행렬(E)를 얻을 수 있다. 
다음 장에선 앞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파노라마

영상 생성 과정을 보이고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 알고리즘

의 결과 비교를 한다.

Ⅳ. 구현 및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앞서 설명한 회전각을통한 ROI 영역 전처
리 과정과 스티칭 후처리 과정으로 제안한 블랜딩 알고리

즘을 구현하고 그 결과를 기존 스티칭 알고리즘과 비교한

다. 기존 알고리즘으로는 SIFT, SURF, ORB(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를 사용하여 속도 비교를 하였
다. SIFT는일반적으로많이사용되는특징점추출 알고리
즘 중 하나로 주변 밝기값(DoG)을 이용하는 기법이고, 
SURF는 Hessian행렬을 이용해속도를 개선한 알고리즘이
다. 또한 ORB는 FAST를이용해특징점을추출한후특징
점의 방향(orientation)을 이용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카메라는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 폰으로 초점거리
4.2mm, 가로 화각 67.8도, 세로 화각 53.5도이다. 모든 영
상은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촬영되었으며 3차원 회전
각인 요, 피치, 롤값을 변화시키며 다양한 방위와 경사로
영상이겹치게촬영했다. 그림9(a)는영상의센서값인회전
각을통해각 영상간의상대적 거리를계산하고 이를 좌표

                 

(a) 영상 좌표화 (b) 제안 알고리즘 적용 후 개선된 ROI 영역(박스) 결과 영상

그림 9. 전처리 결과와 후처리 비교 영상
Fig 9. Preprocessing output and comparing post processing algorithm with original algorithm

  그림 10.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 알고리즘의 속도 비교
  Fig 10. Speed comparing with original and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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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결과이다. 이를통해영상간의전후관계를알수있고
영상간공통영역을구할수있다. 회전각을통한한평면
으로의 영상 좌표화는연산량이적기때문에 0.047초로짧
은 시간이 걸렸고 이는 스티칭 전처리 단계이다.
그림9(b)는블랜딩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 알고리즘의 비
교 영상이다. 기존알고리즘을적용한블랜딩영상은 절대
적인오차값을따라경계를구분하기때문에기둥앞의나

무가 잘려 영상이 정합된다. 즉 명도 분포에 영향을 받아
오류가생기고이는시각적으로부자연스러운파노라마영

상을 제공한다. 반면제안블랜딩 알고리즘은가중치를두
어 상대적인 오차값을 계산해 최적 경계를 판단하여 영상

정합을한다. 그결과그림9(b)에서기둥경계가아닌나무
를 따라 경계를 블랜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은 계산량이 많아 특히 고화질 영

상에서속도가느린단점이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영
상간의공통영역을구하는 전처리단계를추가하여공통

영역에서만 특징점을 추출하여 매칭했다. 이는 영상 전체
에서 특징점을 추출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속도 측면에서

개선됨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림10은전처리과정없이전
체 영상에서 스티칭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와 전처리 단

계를 추가했을 때 속도 비교 그래프이다. ORB, SURF, 

SIFT 3개의알고리즘을실험데이터셋에적용하여전처리
과정부터특징점매칭까지의속도를비교하였다. SURF 알
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기존 알고리즘에서 6.269초가 걸렸
고제안알고리즘에서 1.67초가걸려 3.75배속도가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장 큰 속도 개선을 보였다. 
또한 ORB와 SIFT 알고리즘에서도각각 3.6와 3.48배의속
도가빨라졌다. 또한원영상들의공통영역의비율에따라
전처리알고리즘의가속속도가다른것을확인할수있었

다. 공통영역이 50%인영상간제안알고리즘의정합속도
는 (ORB기준) 평균 0.289초이고, 공통영역이 70%, 85%인
영상간정합속도는평균 0.392초, 0.466초이며가속속도
역시 이와 비례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11은 앞에서 소개한 전처리, 스티칭, 후처리 알고리
즘을통해생성한결과영상이다. 이는입력으로서로다른
방위와 경사도를 가진 영상들을 받아 가계도를 형성하고

특징점매칭을 통해 정합한 파노라마 영상이다. 가중치 블
랜딩 기술을 통해 영상 속에 있는 물체가 끊어지는 현상

없이경계가나뉘어정합된결과를확인할수있다. 색보정
블랜딩을 하지 않아 색경계가 나타나지만 서로 다른 영상

들이 하나의 파노라마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짐을 볼

수 있다.

그림 11. 파노라마 결과 영상
Fig 11. Panoramic outpu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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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파노라마영상제작에서특징점추출, 소요시간, 정확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때다수의고화질영상을 파노
라마영상으로만들경우특징점추출단계에서많은계산

량으로시간이오래걸리는단점이있다. 따라서본논문은
카메라내부의센서를이용해 3차원회전각을데이터값으
로받아영상의공통영역을구하는전처리를제안한다. 이
는 실험결과 3배 이상 속도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모든 영역에서 특징점을 분석하여 매칭하는 것보다 센

서를이용해 영상들의상대좌표를 구하고공통영역을찾

아 해당 구간에서만 특징점을 분석하는 것이 속도 측면에

서 효율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제안한 블랜딩 기술을
통해영상정합시연결이끊어지는현상을없애고 시각적

으로자연스러운파노라마영상을제공하는것을확인하였

다. 하지만 본 논문은 파노라마 영상 생성을 위해 촬영된
영상들을 기반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이다. 즉 고정된 카메
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카메라의 수평 이동은 고려하지 않

았다. 때문에 카메라가 수평이동된상황에서피사체의거
리가 멀지 않다면 ROI영역오차가생길 수 있으며 스티칭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선 전처
리 단계에서 카메라 센서 값인 GPS를 이용해 그룹핑

(grouping)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익명의 컨텐츠의 경우파노라마 영상 제작에어려
움이 있으나 일반인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익명의 다시점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파노라마 컨텐츠 제작을 손쉽게

만든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기반 소셜
미디어콘텐츠 서비스가 제공 가능할 것이며, 새로운 공간
미디어생성시 IoT 기술과융합하여차세대사용자몰입형
컨텐츠 제작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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