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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파노라마 영상은 카메라 시야각의 제한을 극복하여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컴퓨터 비전, 스테레오 카메라 등의 분야에서 효율적
으로 연구되고 있다. 파노라마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왜곡이 생기는 광각 카메라를 사용하는 대신 다수의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들을 스티칭 하는 것이 영상의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기에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영상 스티칭 기술은 여러 영상에서 추출한 특징점의
디스크립터를 생성하고, 특징점들 간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영상들을 이어 붙여 큰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각각의 특징점은 수십
수백차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스티칭 할 영상이 많아질수록 데이터 처리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다수의 불
특정 카메라에 의해 촬영한 영상들을 기반으로 파노라마를 생성할 경우, 유사한 영상들에 대한 중복적 특징점 추출의 과정을 거치기에 그
처리 시간은 더욱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의 객체 또는 환경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을 기반으로
스티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제안한다. 그 방법으로 카메라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영상들을 미리 그룹화 하여 한 번
에 스티칭 할 영상의 수를 줄임으로써 데이터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후에 계층적으로 스티칭 하여 하나의 큰 파노라마를 만든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그룹핑 전처리를 통해 다수의 영상을 대상으로 한 스티칭 시간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검증하였다.

Abstract

Since the panoramic image can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viewing angle of the camera and have a wide field of view, it 
has been studied effectively in the fields of computer vision and stereo camera. In order to generate a panoramic image, stitching 
images taken by a plurality of general cameras instead of using a wide-angle camera, which is distorted, is widely used because it 
can reduce image distortion. The image stitching technique creates descriptors of feature points extracted from multiple images, 
compares the similarities of feature points, and links them together into one image. Each feature point has several hundreds of 
dimensions of information, and data processing time increases as more images are stitched. In particular, when a panorama is 
generated on the basis of an image photographed by a plurality of unspecified cameras with respect to an object, the extraction 
processing time of the overlapping feature points for similar images becomes longer.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eprocessing 
process to efficiently process stitching based on an image obtained from a number of unspecified cameras for one object or 
environment. In this way, the data processing time can be reduced by pre-grouping images based on camera sensor information 
and reducing the number of images to be stitched at one time. Later, stitching is done hierarchically to create one large panorama. 
Through the grouping preprocessing proposed in this paper, we confirmed that the stitching time for a large number of images is 
greatly reduced by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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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파노라마 영상은 고해상도의 넓은 시야각(FOV : Field 
of View)을제공하기때문에전시회와스트리트뷰등으로
응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파노라마 AV기술과 인터페이스
기술을 결합하여, 3D 입체 UHD(Ultra High Definition)의
사실감과는 또 다른 현실감을 제공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1].
파노라마영상을생성하기위해서는광각카메라로촬영

하거나 다수의일반카메라로 촬영한후 스티칭을하는방

법이있다. 전자의방법은왜곡이발생하기때문에주로후
자의 방법을 사용되고 있다. 이때 다수의 영상 간 동일한
영역을 찾고 기하학보정을위한영상스티칭 기술이필요

하다. 영상스티칭기술에서중요한것은특징추출알고리
즘으로 이를 이용하여 영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고 영상

간대응점을찾는것이다. 대표적으로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2]와 SURF(Speeded Up Robust Fea- 
ture)[3] 알고리즘이 많이 이용 되고 있다. SIFT는 DoG 
(Difference of Gaussian)[4]를기반으로이미지내에서 강인

한 특징점을 찾는다. 그 후 각각의 특징점에 대해 주변의
픽셀들을 통해 디스크립터(Descriptor)를 형성한다. SURF
의 경우 Haar wavelet[4]을 통해 특징점을 검출하고 특징점

주변의 값들을 통해 디스크립터를 형성한다. 특징추출알
고리즘 모두 하나의 특징점 마다 128개 또는 64개의 정보
를가지고있는디스크립터를 형성하고이를영상간비교

해 대응점을찾기때문에 영상이많을수록 시간이오래걸

리는단점이있다. 그래서고속영상스티칭을위한방법[5]

과 효과적인 영상특징점추출방법[6][7]이연구되었으며, 영
상의 GPS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유사도를 생성하는 방법[8], 
관성센서정보를이용하여 3 DoF에강인한이미지스티칭
[9]도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간 대응점을 찾는 부분에서 소요되

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처리과정으로 입력 영상들을 카

메라 센서 정보(GPS, Azimuth, FOV)를 기반하여 그룹화
하는 것을 제안한다. 겹치는 영역이 많을것이라고예상되
는 영상들을 미리 그룹화 하여 한 번에 스티칭 할 영상의

개수를줄임으로써디스크립터를이용한대응점을찾는시

간을 줄일 수 있고 영상 스티칭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선 전처리
과정에서영상 그룹화를 할 때 사용하는 입력정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그룹화 및 스티칭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

을 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처리 과정과
기존기술에 대한 추가 연구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제
Test set을 사용하여 제안된 방법의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본기술에대한영향력과결론을도출
한다.

Ⅱ. 배경 기술

2장에서는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기술들을
차례대로 설명한다.

1. 카메라 센서 정보

본논문에서설명할전처리과정은각영상촬영시카메

라의 센서로부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방위각
(Azimuth), FOV(Field of view)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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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삼각측량의 원리를
이용하는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지점(위성의 위치) 3곳으
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여 영상을 촬

영할 당시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방위각은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수평각을 표시

한다. 0˚~360˚도까지표현되며, 영상을촬영할당시의카메
라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

FOV는망원경, 카메라, 광학센서등에의해한번에관
측될수있는영역의크기를각(Angle)으로표현한것을말
한다. 

그림 1. 카메라 FOV(Field of view)
Fig. 1. Camera FOV(Field of view)

카메라 FOV는 그림 1과 같이 수평FOV(HFOV)와 수직
FOV(VFOV) 두종류가있으며본논문에서는좌우로넓은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수평FOV만 다룬다.
본절에서는전처리과정에서사용하는입력정보에대한

설명을하였다. 2절에서는 GPS를통한영상그룹화알고리
즘을 설명한다.

2. K-mean Clustering

본절에서는 1절에서설명한입력정보중카메라의위치

(GPS)를 가지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영상들을 그룹화 할
때 사용하는 K-mean Clustering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영
상이찍힐때 가까운곳에서찍힌영상들은겹치는영역이

많을확률이높다. 그러므로가까운위치들을군집화할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K-mean Clustering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Clustering 하고자 하는 K를 결정한다. 
② K가 결정되면 그 K개의 수만큼 임의의 중심점 C를
결정한다.

③ 각 중심에서 각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가장

가까운 중심에 데이터들을 소속 시킨다. 
④ 각 그룹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중심점을 계산한다.
⑤ 새로운 중심점으로부터 3번 과정(Regroup)을 실행한
다.

⑥데이터의 그룹이변하지않을때까지 ③ ~ ⑤과정을
반복한다.

본 절에서는 군집화 알고리즘을 설명하였고, 3절에서는
입력된 영상들을 스티칭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3. SURF 알고리즘

본 절에서는 영상 스티칭 기술 중 널리 사용되는 SURF 
알고리즘을설명한다. SURF는 2006년에 Herbert Bay에의
해 제안되었으며 강인한 특징점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대

표적인 SIFT와성능이유사하고보다빠른수행속도로인
해 영상 스티칭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티칭 알고리즘은 대게 각 영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한

후 그 특징점을 기술할 수 있는 디스크립터(Descriptor)를
생성한다. 이후 디스크립터를 이용하여 영상 간 매칭쌍을
찾고 합성한다.

SURF에서는 SIFT와는다르게특징점계산을위해고속
헤시안검출(Fast Hessian Detector)을사용하는데, 이때적
분영상과 근사화된 헤시안(Hessian)검출기가 사용된다. 
적분 영상은 원점에서 각 픽셀의 위치까지의 사각형 영

역의 픽셀값들을 모두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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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 (1)은  위치에서 적분영상값 을구하는 과

정을나타내며여기서 는원본영상에서  위치의

픽셀값을 의미한다. 단순히 선형으로 영역을 계산한다면
반복되는 계산을 하게 되고 많은 영역을 계산하면 연산속

도가느려지게된다. 하지만적분영상을한번생성하게되
면, 어떤 크기의사각형 영역이든 4번의 연산을 통해 지정
한 사각형 내의 모든 픽셀값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림 2. 적분영상을 이용한 사각영역의 적분
Fig. 2. Integration of square area using integral image

그림 2는 1, 2, 3, 4 영역의 적분값이 A, A+B, A+C, 
A+B+C+D 영역으로대응될때 D영역적분값은 1+4-2-3의
연산을 통해 쉽게 구해짐을 보여준다. 정확도와속도를높
이고행렬값(Determinent)이 최대값인 위치에서 Blob와같
은구조를검출하기위해헤시안행렬을 기반으로하는근

사화된 헤시안 검출기를 사용한다. 

 



 


  

 
(2)

헤시안행렬은식 (2)와같이 나타낼 수있다. 위의식에
서   ,  , 는입력영상  에

서좌표의가우시안 2차미분(Gaussian second oreder 
dervative)의 회선(Convolution)을 나타낸다. 축, 축, 
축(대각축)에 대해 4개의 진입점을 헤시안 행렬로 계산하
면 특징점들의 후보가 나타난다. 
또한가우시안 2차미분을사용할때간편화하고단순화

하기위해그림 3와같이표현된사각필터를이용한근사화
된 헤시안 행렬식을 사용한다.

(a)     방향의 가우시안 2차 미분 필터

(b)     방향의 근사화된 사각 필터

그림 3 . 가우시안 2차 미분 필터와 근사화 된 사각 필터
Fig. 3.  Gaussian 2nd order differential filter & approximated square 
filter

(a) SIFT (b) SURF

그림 4. SIFT, SURF의 크기 변화 불변성
Fig. 4. Scale invariant of SIFT, SURF

SURF는 SIFT처럼 크기 변화에 불변성(Scale invariant)
을보장하기위해 SIFT와는조금다른방법을사용한다. 필
터 사이즈를 고정시키고 영상 스케일를 줄여 특징점을 추

출하는 SIFT와 달리 그림 4와 같이 영상 스케일을 고정시
키고 필터 사이즈를 키워가며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사각 필터 사이즈를 업 스케일링(Up-scaling)하
면서 분석을 수행하여 연산의 효율을 높였다. 디스크립터
는 추출된 특징점의 위치 주변의 픽셀값 분포를 이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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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점의 스케일에 비례하는 화소의 범위가 정해진다. 
해당하는픽셀의범위를 방향의그림 5에나타난 하
르 웨이블렛필터(Haar wavelet filter)로 회선하여 각 방향
의 기울기를 계산 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징점의 방향성을

구한다. 여기서 특징점의 방향을 계산하기 위해일정 각도
의 부채꼴 모양이 있는 슬라이딩 방향성 윈도우(Sliding 
orientation window)를 사용한다. 윈도우를 슬라이딩 하면
서 축응답값의합을계산하여벡터를생성시키고생성

된벡터들중가장큰벡터가특징점의방향(Orientation)으
로 결정된다.

그림 5. 하르 웨이블렛 필터
Fig. 5. Haar wavelet filter

본장에서는 1절을통해전처리과정에서사용되는입력
정보를설명하였고, 1절에서 언급한 GPS를 사용한 그룹화
알고리즘인 K-mean clustering을 2절에서 기술하였으며, 3
절에서영상스티칭에널리사용되는 SURF를간단히설명
하였다. 3장에서는이배경기술기반으로새로운그룹화기
술을통해기존의 스티칭을사용하기전 전처리과정을제

안한다.

Ⅲ. 카메라 센서 정보 기반 영상 그룹화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설명한 배경기술을 기반으로 스티
칭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영상들의 전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6은제안한전처리과정을 나타내는 구조도이다. 카
메라센서정보추출모듈, 영상그룹화모듈을가지는전처
리 과정 시스템과 계층적 스티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처
리 과정 시스템이 본논문에서제안하는핵심이다. 전처리

그림 6 . 제안하는 전처리 과정 구조도
Fig. 6.  Proposed process structure diagram 

과정 시스템은 하나의 객체 또는 환경을 대상으로 다수의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영상을 효율적으로 스티칭 하기 위

해 카메라 센서 정보 추출 모듈을 통해 우선 카메라 센서

정보를추출한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영상 그룹화모듈에
서 영상들을 그룹화하고그룹화 된영상들에대해 1차스
티칭을실행 하여, 각그룹마다파노라마영상을생성하고
다시작은파노라마영상들을대상으로스티칭을수행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복수의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
을 큰 파노라마 영상으로 만든다. 기존의스티칭알고리즘
만 사용하면 영상이 많아질수록 유사한 영상들에 대하여

중복적특징점추출과비교가이루어지므로겹치는영역이

많은영상들을 먼저 그룹화하여스티칭대상영상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여 스티칭 과정의 시간을 줄이는 방

법을 소개한다. 각 절에서는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
듈을 차례대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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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 센서 정보 추출 모듈

본절의카메라센서정보추출모듈은 2절에서사용하는
영상그룹화모듈에서입력정보로사용되는영상을촬영할

당시의카메라의센서정보 중 GPS(위도, 경도), 방위각, 수
평FOV를 추출한다. GPS는 영상의 EXIF(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정보에서 추출할 수 있다. 방위각은 카
메라의 Rotation정보를 가지고계산하여 구하는 방법과지
자기센서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폰으로 촬영하였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을 선택

하였다. 수평FOV는 렌즈 초점거리와 이미지 센서의 크기
로 계산한다. 

수평  
이미지센서

 (3)

식 (3)은 수평FOV를 구하는 식이다. 

그림 7. 카메라 센서 정보 표현
Fig. 7. Representation of camera sensor information 

이센서정보들중카메라를 찍은 곳의 위치(GPS), 진북
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기울어진 수평각(방위각)의 관
계는 그림 7처럼 표현된다. 이 때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영
상들은 방위각을 방향벡터로 하는 직선위의 한 점을 품는

다. 또한 GPS를한점으로하고방위각을방향벡터로하는
직선을 정할 수 있다. 
각영상들의센서정보를이용하여 2절에서영상그룹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2. 영상 그룹화 모듈

본절에서는 1절에서추출한각영상의센서정보를입력
정보로사용하여영상을 그룹화 한다. 영상 그룹화모듈은
GPS값들을이용한 1차그룹화, 연달아방위각을추가로고
려하여 2차 그룹화를 하는 2가지단계로 나뉜다. 먼저 1차
그룹화는 GPS를 이용하여 가까운 위치에서 찍은 영상들
끼리 그룹화를 실시한다. 이때 앞서 2장에서 설명한 K- 
Mean Clustering을사용한다. 입력받은영상들이찍힌카메
라의 GPS좌표(위도, 경도)를 임의의 데이터로 설정하고, 
 (그룹의 개수)를 1부터 늘리면서 Clustering을 시행한다. 
각 그룹의 초기 중심점은 영상 전체 GPS좌표값의최대최
소를 이용하여 정한다. 

 

   

 ≤ ≤
(4)

식 (4)는 초기 중심점을 구하는 식을 나타낸다. 는

번째 중심점의 성분, 은 위도(Latitude)또는 경도(Longi- 
tude)를 나타내고, 각 중심점은 GPS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등분 하는점을나타낸다. K-Mean Clustering 알고리
즘 일련의 과정대로 진행을 한 후 각 그룹을 평가한다. 각
그룹내부 좌표들이 기준좌표로부터의 최대거리가 ‘최대허
용거리’를넘어서면 를증가시켜다시반복한다. 기준좌
표로부터 멀리 있다는 말은 유사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은

영상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고 이는 스티칭 실패확률이 높

기 때문이다. 1차 그룹화를 하면 가까운 위치에서 촬영한
영상들끼리 모이게 된다.
분류된 영상들을 대상으로 앞서 1절에서 설명했던 그림

7의관계를이용하여같은대상이나환경을포함하는영상
들을 추정하는 2차그룹화를진행한다. 이때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같은 위치에서 대상을 여러 방향으로
찍는 경우, 둘째. 가까운 위치에서 대상을 찍는 경우이다. 
그림 8과같이 첫번째 경우라면 영상 간 GPS는 동일할
것이고 방위각만 다르다. 그러므로 수평FOV는 을 추가로
고려한다. 방위각은 카메라의 방향이므로 항상 FOV의 중
심을 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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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  수평 (5)

그림 8. 같은 위치에서 대상을 여러 방향으로 찍을 때
Fig. 8.  When shooting objects in multiple directions at the same loca-
tion

그러므로식 (5)와같이겹치는영역의존재를판단할수
있다.  는  번째영상이다. 두영상간방위각차이의

절댓값이 수평FOV보다 작다면 겹치는 영역이 있을 것 이
고 그렇지 않다면 겹치는 영역이 없다.
두번째경우일때에는영상간 GPS가다르다. 이때에는

1절그림 7에서설명했던 GPS와방위각의 관계에서각영
상마다 상정된 직선을 이용한다.

그림 9 . 다른 위치에서 같은 대상을 찍을 때
Fig. 9.  When shooting the same object at another location


 


 (6)

그림 9와같이다른위치에서찍힌영상1과 2는 1영상직
선과 2영상직선이생기게되고겹치는영역이존재할수있
다면결국한점에서만날것이다. 이때만나는교점에서각
카메라위치까지의 거리를 차례대로  라고 할 때

 의 값이 너무 크다면 영상들이 각 직선 위 한 점을

품더라도서로겹치는영역이있을확률이줄어들고,  
의 값이모두작다면 서로겹치는영역이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식 (6)은 이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는 각 카메라의 좌표,  는

교점까지의거리,    ,     는각카메

라의 방향벡터이다. 












 


 


 

 




 






  sin,   cos,   sin,   cos

(7)

식 (6)을  로 정리하면 식 (7)과 같다. 이 때

  의값이 0 이라면두직선은평행일때이

므로 그룹화 하지 않는다.  값들이 음수가 나온다면
방향벡터의반대방향에서교점이생긴다는뜻으로이또한

그룹화하지않는다. 오직 의값이모두양수이면서
‘미리정한거리’보다 작을 때 그룹화 한다. 이 과정에서는
카메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도 경도 단위의 증가량이 서

로달라두값을이용해  를표현하기힘들다. 따라서
같은 증가량을 가지는 좌표로 변환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최종 그룹화 된 영상들을 가지고 계층적 스티칭

을 한다. 그룹별로기존 SURF 기반스티칭알고리즘을시
행한다. 그 후 각 그룹에서 나온 파노라마 영상을 가지고
다시 스티칭을 한다.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전처리과정에
대하여설명하였다. 4장에서제안하는방법의결과를 도출
하고 분석한다.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스마트폰(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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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시 S6)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 하였으며 Intel 
(R)Core(TM) i5-4690 CPU @3.50GHz 환경에서 Visual 
Studio 2015와 OpenCV, C/C++ 언어를기반으로프로그램
을 구현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10은 가까운 지역에서 같은 카메라로 다른 위치에
서 촬영 했을 때의 Test set이다. Img01~06, Img07~10은
각각 같은 위치에서 촬영하였으며 Img01~06, Img07~10 
사이는 실제 10m정도 차이가 난다. 

그림 10의 영상들을 찍을 때의 카메라 센서 정보 그림
11을 추출한 것이다. 그림 11의 값들을 입력정보로 3장에
서 설명했던 전처리를 실시한다. 
그림 12는 GPS, 방위각, 수평FOV를이용한최종그룹화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는 3장에서설명했던 GPS를이용한
1차그룹화에서 ‘최대허용거리’를 20m로 하였고 방위각을
이용한 2차그룹화에서는 ‘미리정한거리’를 30m로하였다. 
그결과그림 10의 Test set들간의중심점에서부터최대거

Img01 Img02 Img03 Img04 Img05

Img06 Img07 Img08 Img09 Img10

그림 10. Test set
Fig. 10. Test set

그림 11. 각 영상을 촬영할 당시의 카메라 센서 정보
Fig. 11. Camera sensor information at the time of shooting each image

(a) Primary grouping (b) Secondary grouping

그림 12. 전처리과정 결과
Fig. 12. Result of preprocess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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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g01~06 Stitching result

(b) Img07~10 Stitching result

(c) Stitching result (a) & (b) 

그림 13. 제안된 방법으로 스티칭한 결과
Fig. 13. The result of stitching by the proposed method

(a) Proposed method 

(b) Existing stitching

그림 14. 제안된 방법으로 스티칭 한 결과(a)와 기존 스티칭 결과(b)
Fig. 14. The result of stitching by the proposed method (a) & Existing stitching resul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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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약 7m로 1차 그룹화에서는 모두한 그룹으로판단된
다. 그후 2차그룹화에서방위각에따라겹치는영역이많
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영상들끼리 그룹화 되고 그림 12와
같이 Img01~06, Img07~10 두그룹으로나누어진것을확
인할 수 있다.
이후 계층적 스티칭을 진행하면 그림 13과 같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4는 기존 스티칭 결과와 제안된 방법 스티칭 한
결과 파노라마 영상이다. 두영상은거의 유사하지만 서브
젝티브 결과로원으로나타난 오류와같이중간화단의풀

배치, 타일의배치, 배경의고스팅현상등이있는것을확인
할수있다. 그러나, 제안된방법으로스티칭한영상도기존
스티칭 결과와 같이 서브젝티브 테스트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1은본논문에서제안한전처리과정을거치고스티칭
할때걸린시간과기존스티칭시간을비교한표이다. 최종
스티칭결과는거의비슷하였지만제안하는방법으로전처

리과정을 거쳐 스티칭 하였을 때 약 43%정도 처리시간을
줄였다. 영상의 개수가 더많아 진다면 그룹화가 이루어져
적은 영상으로 스티칭을 하는 제안된 방법의 효율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isting stitching Proposed 
method

Preprocessing time(s) 0 0.0429

1 group stitching time(s)
146.77

(Stitching at once)

27.859

2 group stitching time(s) 44.253

Final stitching time(s) 11.812

Total time(s) 146.77 83.978

표 1. 기존 스티칭 처리시간과 제안된 방법 처리시간
Table 1. Existing stitching processing time & Proposed method proc-
essing time

Ⅴ. 결 론

본논문에서는파노라마영상을생성하는데있어서효율

적으로 스티칭하는 전처리과정을 제안하였다. 기존 영상
스티칭기술에서는영상마다특징점을찾고대응점을비교

하는데서 처리 시간을 많이 소요하기에 입력 영상이 많아

질수록 데이터 처리 시간이 증가하게된다. 따라서 카메라
센서 정보들을 기반으로 많이 겹칠 것이라고 추측되는 영

상들을미리그룹화 하여 스티칭대상영상의수를줄임으

로써 스티칭 수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고, 스티칭한 결
과의 측면에서도 전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결

과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카메라 센서 정보들을 이용하여 겹치는 영역을 찾

을때확률적으로추측하지않고, 보다효율적으로스티칭
하기 위해 부분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ROI 영역 검출 및
그룹화 기반의 스티칭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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