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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오류 경계를 활용한 동적 물체 기반 동영상 정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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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방송 콘텐츠 대비 더욱 생생한 현장감을 주는 초고해상도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송 서비스에
서 초고해상도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상 획득 장치의 화각 및 개별 해상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의 입력 장치를 통한 영상합성 방법인 스티칭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스티칭 연구에서의 단점 중
하나인 수평방향으로 촬영된 영상들 정합과정에서 이동하는 물체의 시불변성 훼손을 극복하기 위해, 최소 오류 경계를 활용한 동적 물
체 기반 동영상 정합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ultra-high-resolution content that gives a more realistic sense of presence than existing broadcast 
content. However, in order to provide ultra-high-resolution contents in existing broadcast services, there are limitations in view 
angle and resolution of the image acquisition devi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any researches on stitching, which is an 
image synthesis method using a plurality of input devices, have been conducted. In this paper, we propose method of dynamic 
object based video stitching using minimal error seam in order to overcome the temporal invariance degradation of moving objects 
in the stitching process of horizontally oriented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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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2년 말 디지털 방송 전환이 완료되면서 사용자들은

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고품질 콘텐츠에 익숙해지

고 더 나아가 초고품질 방송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국내외 가전업계에서는 초고화질(3840*2160)인
UHD(Ultra High Definition) 영상을 최적화하여 출력할 수

있는 50인치 이상의 대형 TV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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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초고해상도 혹은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

기에는 기존의 장비의 시야각으로는 생성이 매우 제한적이

다[2].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영상을 합성하여 파노라

마 영상을 생성하는 스티칭 기술이 필요하다[3]. 스티칭 기

술은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두 영상 간 특징점 매칭을

통해 중복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합성하기 위한 블렌딩 과

정을 거친다[4][5][6].
영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고 매칭하는 여러 기술들이 있

고 대다수의 방법은 영상의 기하학적인 관계에 대한 특징

을 두 영상에서 매칭한다[7]. 그러나 카메라간의 차이나 시

차에 의해 각각의 사물과 카메라 렌즈의 거리에 따른 오차

가 발생하게 된다[8]. 이때 시차에 의한 오차를 고려하지 않

고, 배경을 중심으로 특징점을 추출하여 매칭을 하게 되면

배경보다 가까이 있는 초점이 맞지 않게 된다. 반대로 사물

을 중심으로 특징점을 추출하여 매칭을 하게 되면 배경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기존의 이미지 스티칭 기술을 동영상에 적용할 경

우 각각의 영상 등에서 합쳐지는 두 영상간의 경계선이 불

규칙하게 생성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스티칭된 이미지를

영상으로 보게 될때 합성 부분의 경계선이 이전 영상과 먼

곳에 생성되는 경우, 사물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 발생할 수 있다[9].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배경을 중심으로 특

징점을 추출하고, 블렌딩 과정에서 이동하는 사물 정합 시

발생하는 오류와 스티칭된 동영상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

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블렌딩 과정중 널리 사용되는 미니멀 에러 심 에

대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미니멀 에러 심을 기반으로 제

안하고자 하는 스티칭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하며, 4장에서

는 제안 기술별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5장 결론을 통

해 마무리한다.

Ⅱ. Related work 

본 장에서는 블렌딩 기술중 미니멀 에러 심을 통한 방법

에 대해서 기술한다. 블렌딩은 스티칭 알고리즘을 통해 얻

은 영상은 아직 공통영역에서 포개짐 방식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필요한 보정기술이다. 블렌딩 과정은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두 영상을 적절한 구간을 중심으로 영상 경계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포갠다. 이는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이는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한다[10].

1. 중복영역에서 미니멀 에러 심 생성 기술

Feature Matching을 이용하면 영상 간의 겹치는 영역을

Pixel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때 겹치는 영역의 경계선에

그림 1. 미니멀 에러 심 추출 예시
Fig. 1. Example of minimal error seam ex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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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값들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여 육

안으로 가장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경계선을 찾는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은 경계선을 찾기 위해

미니멀 에러 심 생성 기술을 활용한다. 미니멀 에러 심은

두 영상 간의 중복 영역 사이에서 최소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계를 찾는 알고리즘이다[11].
그림 1은 미니멀 에러 심을 추출하는 예시이다. 그림1의

좌상단 2개의 그림에서 붉은색 박스 부분을 공통영역으로

하여 단순히 겹치게 하면 우상단의 그림처럼 경계면이 단

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블렌딩 기술이 필요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각
영상에서 겹치는 영역 Pixel의 그레이 스케일 값의 차를 구

한후제곱하여 Error가 가장 적은 구간을 이용해 경계선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경계선은 두 영상 사이 중복영역

Pixel 값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겹
치는 영역에서 경계선을 생성하기 때문에 영상의 왜곡이

현저히 낮다는 장점이 있다.

    
 (1)

수식 (1)는 두 영상 내픽셀사이 오류 값을 구하는 식을

나타낸 수식이다. 상기 수식에서, 은 좌측 영상을 나타

내며, 의 경우 우측영상을 나타낸다. i는 x축 pixel의 위

치 값, j는 y축 픽셀의 위치 값을 나타낸다. 는 영상

 위치에서의 색상 값을 나타낸다. e(i,j)는 좌측영상과

우측 영상 색상 차이 값의 제곱을 저장한 Error 행렬이다. 
상기 Error 행렬은 차이 값을 가중치로 하여 경계선 가중치

행렬을 생성한다. 경계선 가중치 행렬을 이용하여 최소 오

류 경계를 계산할 수 있다. 최소 오류 경계 생성 방안은 수

식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in
















(2)

수식 (2)는 경계선 가중치 행렬을 생성하는 방법을 나타

낸수식이다. 경계선 가중치 행렬 S(i,j)는 e(i,j)의 y축방향

상위 3개의 행렬값 중 가장낮은 값을 합하여 생성한다. 개

념적으로는 상단의 최소 오류를 최 하단까지덧셈한후가

장 낮은 값을 선택하는 것이다. 먼저, e(i,j)의 i가 1인 경우

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때, i가 0인 위치에서 j 방향으로 좌

측, 원위치, 우측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i 위치가 1인
하단 위치에덧셈한다. 상기 알고리즘을 최 하단 위치에 도

달할 때 까지 반복한다. 이러한 작업은 앞서 밝힌 바와 같

이, 상단의 Error를 하단으로퍼지게 한다. 이때낮은 Error 
값을 선택하므로 최 하단에서는 가장 낮은 Error 가중치

합이 존재하게 된다. 즉, 최 하단부터 가장 낮은 가중치

합을 따라 올라가면 미니멀 에러 심 MES(j)를 얻을 수 있

다.

  min
















(3)

미니멀 에러 심 MES(j)는 두 영상 사이의 경계선을 Y 
축으로 나타낸 행렬이다. 상기 행렬을 통해 좌, 우 두 영상

의 정합을 실시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system에근간인 미니멀 에러 심 생

성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미니멀 에러 심

생성 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안하고 이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을 한다.

Ⅲ. The proposed stitching method based on 
Minimal error seam 

2장에서는 Stitching 기술에서 사용되는 중복영역에서 미

니멀 에러 심 생성방법에 대하여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이

를 기반으로 스티칭 정확도를높이기 위한 stitching system
을 그림 2와 같이 제안한다.
미니멀 에러 심 기반 스티칭 시스템은프레임의 위치 정

보 생성 서브시스템과프레임블랜더 서브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입력은 멀티 비디오의 동기화된 프레임이다. 
입력된 각각의 프레임은 프레임 위치 정보 생성 서브시스

템에서 프레임 키포인트와 디스크립터를 생성하여 키포인

트 매칭을 통해 프레임간의 중복영역에 대한 위치정보를

생성한다. 프레임 블랜더 서브시스템은 각각의 프레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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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위치 정보 생성 서브시스템에서 계산된 위치정보를

입력으로 받아 중복영역 계산을 통해 블랜딩 영역을 찾아

낸다. 블랜딩 영역에서는 HSV 기반 미니멀 에러 심 생성

모듈과 Edge Detection 모듈, Horizontal Variance Weight 
calculator 모듈을 통해 미니멀 에러 심을 생성한다. 1절에

서는 HSV 기반 미니멀 에러 심 생성모듈, 2절에서는 Ob- 
ject Detection 모듈, 3절 Horizontal Variance Weight calcu-
lator 모듈에 대하여 설명한다.

1. HSV 기반 미니멀 에러 심 생성 모듈

2장 1절에서 설명한 미니멀 에러 심 생성방법은 각 pixel
의 그레이 스케일 값으로 계산된 값이다. 이를 고도화하기

위해 각 pixel의 Hue, Saturation, Value 값을모두 사용한다. 

     


    


     


       

(4)

2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수식(1)이 i,j 위치의 두영상

간의 그레이 스케일 차이값을 제곱하여 저장한 Error 행렬
이라면, 이 수식을 HSV로 확장하기 위해 수식 (4)와 같이

i,j 위치의 두영상 간의 Hue, Saturation, Value 값의 차이를

각각 저장한 Error 행렬들의 합으로 변경하였다.

2. Object Detection 모듈

2절에서는 미니멀 에러 심이 사물의 중간에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Object Detection 모듈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림 3. 기존 미니멀 에러 심 기술의 문제
Fig. 3. Problem of minimal error seam

그림 2. 미니멀 에러 심 기반 스티칭 시스템
Fig. 2. Stitching systems based on minimal error s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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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Detection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림 3과 같

이 스티칭된 영상에서 사물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림 4는 23번째 영상의 좌 영상에서 스티칭 결과에 사

용되는 영역을 그림 5는 23번째우영상에서 스티칭 결과에

사용되는 영역을 붉은색 네모로 표시하였다. 두영상에서

모두 object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3번째스티칭 결과

영상에서 사물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미니멀 에러 심이 사물사이에 생성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사물 검출의 결과값을 미니멀 에러심 생성시

가중치를 주어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위한 Object de-
tection 모듈을 그림 6과 같이 설계하였다.

Object detection module은 가우시안 블러, 캐니엣지 디

그림 4. 23번째 좌영상의 스티칭 영역
Fig. 4. 23th stitching region of left frame

       
그림 5. 23번째 우영상의 스티칭 영역
Fig. 5. 23th stitching region of right frame

그림 6. 사물 검출 모듈
Fig. 6. Object detection module 

그림 7. 경계선 검출 결과
Fig. 7. Result of edge detection

       

그림 8. 가우시안 필터 적용한 경계선 검출 결과
Fig. 8. Result of edge detection with Gaussia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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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션, 라벨링, dilate & erode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

물 경계선 값을 추출합니다. 엣지 디텍션 과정에서 배경이

나 사물외의 경계선 값이 과도하게 측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 하였다. 기존 영상에서 경계선

검출을 하면 그림 7과 같이 바닥과 배경에서도많은 경계선

이 검출된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

한뒤경계선검출을 하면 그림 8과 같이 배경에서검출되는

경계선이 현격하게 줄어든다.
블러 처리된 영상을캐니엣지검출을 통해 추출된 경계

선 값들 중 연결된 경계선 값들을묶는 라벨링작업을 수행

하고 이렇게 묶여진 라벨들을 연결된 object를 찾기 위해

dilate와 erode과정을 진행한다. 이중 가장 큰 라벨과 기존

의 경계선 값의 곱 연산을 통해 object를 검출한다.

3. Horizontal Variance Weight calculator 모듈

3절에서는 연속된 영상들의 에러 심이많이 변경되는 경

우 배경의 사물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림 9와 그림 10은 연속된 영상이지만 왼쪽은 붉은

원의 사물이 우측으로 이동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11에서 보이는 92번째 영상에서 계

산된 에러 심과 그림 12에서 보이는 93번째영상에서 계산

그림 9. 92번째 영상 스티칭 결과
Fig. 9. 92th frame stitching result

       

그림 10. 93번째 영상 스티칭 결과
Fig. 10. 93th frame stitching result

그림 11. 92번째 영상 미니멀 에러 심
Fig. 11. 92th minimal error seam 

       

그림 12. 93번째 영상 미니멀 에러 심
Fig. 12. 93th minimal error s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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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에러 심이 크게 이동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에러 심의 위치정보를

통해, x축으로 차이가 클수록 값이 커지는 Horizontal var-
iance weight(HVW)를 생성하며, 해당 값은 식(5)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성한다. 



     Pr  
(5)

해당 수식에 대한 설명은 i값은 X축의 pixel 값을, j값은

Y축의 pixel 값을 말한다. 각 j값 별로 현재의 I값과 이전

영상의 error 심 i 값의 차이의 제곱을 통해 계산된다. HVW 
행렬의 생성 방법은 그림 13과 같다.

 그림13의 좌측상단 그림은 Error 행렬값을 예시로 나타

낸 그림이며, 우측상단의 그림의 빨간색숫자는 현재 기술

의 MES 결과 값을 나타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좌측하단

과 같이 이전 영상의 MES값인 빨간색 숫자들을 기준으로

HVW를 생성하였으며, 이를 우측상단의 그림과 합연산을

한뒤 MES를 구하면 MES의 생성위치가 이전 영상쪽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기존 MES생성기술을 고도화 하기위해, Error 
행렬 생성시 그레이 스케일 값만을 사용하던 것에서 Hue, 
Saturation, Value 3가지항목을 사용하는 방법과 물체의 경

계 값을 반영하는 방법 및 이전영상의 MES를 이용하여

HVW를 생성하여 MES가 급변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4장에서는 제안한 기술들의 실험 결과 및 성능

에 대한 분석을 한다.

Ⅳ. Experimental Result

본 논문의 제안 기술 검증 및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

결과를 보이기에 앞서 실험 환경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험은 OS는 Microsoft Windows 7, Video Stitcher의 구현

은 Visual Studio 2013으로 하였다. 또한 Video Stitcher 개
발을 위해 OpenCV 3.1.0.를 포함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기술에 대한검증 및 성능에 대한 분석을 한다. 1절
은 HSV 기반 미니멀 에러 심 생성모듈, 2절은 Object De- 
tection 모듈, 3절은 Horizontal Variance Weight calculator 
모듈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며, 4절에서는 최종결과에 대한

그림 13. Horizontal Variance Weight 생성 방법
Fig. 13. Method of generating Horizontal Variance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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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분석을 한다.

1. HSV 기반 미니멀 에러 심 생성 모듈 결과

4장 1절에서는 3장 1절에서 제안한 HSV 기반 미니멀 에

러 심 기술의 고도화 결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 14는
기존 미니멀 에러 심 기술을 통해 정합한 영상과 HSV 기반

에러 심 기술의 결과이다.
그림 14를 통해 기존 미니멀 에러 심 기술과 HSV 기반

에러 심 기술의 스티칭 결과를 비교한다. 결과를 통해, 
HSV 기술의 경우 기존 기술에 비해 영상 내 Object의 외각

을 더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상 내 하단의 주차 라인을 통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기존 기술의 경우 주차 라인의 외각을 고려하지 못한 채

경계를 형성하지만, HSV 기반 에러 심 기술의 경우 주차

라인을 고려하여 경계를 생성하였고, 이를 결과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2.  Object Detection 모듈

4장 2절에서는 3장 2절에서 기술한 Object Detection 기
술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 6의 사물 검출 모듈에

그림 14. 기존 미니멀 에러 심 기술과 HSV 기반 에러 심 기술 스티칭 결과
Fig. 14. Existing minimal error seam Technology and HSV-based error seam Technology Stitching Results

그림 15. 라벨링 결과
Fig. 15. Result of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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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복영역에 대하여 경계선 값을 추출하여 라벨링을 한

결과는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의 좌측 영상은 중복영역에 대해 가우시안 필

터를 적용한 후 경계선 검출한 결과이며, 우측 영상은 해

당 영상을 라벨링한 결과로 움직이는 물체 외의 값에도

결과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Dilate와 Erode를 수행한 후 미리 정한 threshold 값
보다 큰 영역만 남기고 해당 결과와 Edge 값을 논리곱

연산을 통해 특정 사물에 대한 경계선 값만 추출한다. 그
림 15는 Dilate와 Erode의 결과 값으로 다수의 실험을

통해 적절한 수행 횟수를 선정하였다. Dilate 및 Erode의
횟수가 적은 경우 사물이 합쳐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

며, 횟수가 많은 경우 사물 외의 경계선과 합쳐지는 문제

점이 있다. 그림 16은 사물의 경계선 값을 추출한 최종

결과이다.

3. Horizontal Variance Weight calculator 모듈
결과

4장 3절에서는 3장 3절에서 기술한 Horizontal Variance 
Weight 계산을 통한 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아래의 그림

17은 20번째스티칭 결과화면이며, 그림 18은 21번째스티

칭 결과화면이다. 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좌측방향으

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다음 영상에서 우측으로 이동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의 좌측에 생

겼던 MES가 다음 프레임에서는 사람의 우측에 생겨서 발

생하는 문제로 edge detection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horizontal variance weight를 수식(5)

와 같이 계산하여 현재의 MES가 이전 MES의 영향을받도

록 추가 연산을 진행하였다. HVW적용 결과는 그림 19와

그림 16. 경계선 검출 결과
Fig. 16. Result of edge detection

그림 17. 20번째 영상 스티칭 결과
Fig. 17. Result of stitching (20th frame)

         
그림 18. 21번째 영상 스티칭 결과
Fig. 18. Result of stitching (21th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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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에서 보이는 것처럼 20번째영상과 21번째영상모

두 사물의 우측에 MES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장의 1절에서는 MES의 계산에 사용되는 값을 그레이

스케일 하나에서 HSV의 세 개로 늘려 더 높은 정확도를

얻었으며, 2절에서는 경계선 검출을 통해 사물의 중간에

MES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였고, 3절에서는 HVW의 계산

을 통해 MES의 위치가 급변하는 것을막아 물체가 순간이

동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방지하였다.

Ⅴ. Result

본 논문에서는 배경을 중심으로 특징점을 추출하고, 블
렌딩과정에서 이동하는 사물을 정합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와 연속된 영상에 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

였다. MES의 정확도를높이기 위해 두 영상 간의 그레이스

케일 값만을 사용하던것을 HSV 3가지 값으로 확장하였으

며, 이동하는 사물을 정합하기 위해 경계선 값을 추출하여

에러 값에 반영하였으며, 연속된 영상의 MES가 급격하게

이동하는 것을막기 위해 HVW를 계산하여 에러 값에 적용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향후제안한 스티칭 시스템을 서

비스하기 위한 플랫폼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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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HVW가 적용된 20번째 영상 스티칭 결과
Fig. 19. Result of stitching with HVW(20th frame)

 
그림 20. HVW가 적용된 21번째 영상 스티칭 결과
Fig. 20. Result of stitching with HVW(21th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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