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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파노라마(Panorama) 및 360도 영상과 같은 몰입형(Immersive) 미디어 영상은 영상 내 공간을 사용자가 직접 방문한 것 같은 현장
감을 제공해야하므로 실제 세계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파노라마 및 360도 영상에서는 촬영 카메라들
간의 시차(Parallax)로 인해 사물이 사라지거나 중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와 같은 시차 왜곡은 사용자의 콘텐츠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시차 왜곡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동영상 스티칭 알고리즘이 제안되고 있지만, Object detection 모듈의
낮은 성능과 Seam 생성 방식 등의 제한으로 여전히 시차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동영상 스티칭 기술의 제한
사항을 분석하고, 해당 동영상 스티칭 기술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LDPM(Local Differential Pixel Mean) 영상 평가를 활용한 동
영상 스티칭의 시차 왜곡 검출 및 정정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Immersive media videos, such as panorama and 360-degree videos, must provide a sense of realism as if the user visited the 
space in the video, so they should be able to represent the reality of the real world. However, in panorama and 360-degree videos, 
objects appear to overlap or disappear due to parallax between cameras, and such parallax distortion may interfere with immersion 
of the user's content. Accordingly, although many video stitching algorithms have been proposed to overcome parallax distortion, 
parallax distortion still occurs due to the low performance of the Object detection module and limitations of the Seam generation 
metho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video stitching technology and proposes a method for 
detecting and correcting parallax distortion of video stitching using the LDPM (Local Differential Pixel Mean) image evaluation 
method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video stitch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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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파노라마(Panorama) 및 360도 영상은 현대 사회에
친숙한영상콘텐츠가되고있다. 일례로, 눈앞의아름다운
전경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파노라마 영상

으로 저장하거나 360도 카메라를통해서 촬영하고 저장한
영상이많이활용되고있다. 또한, 파노라마및 360도영상
은게임, 공연, 스포츠, 쇼핑, 보안등다양한업계에서활용
되고있으며교육, 의료, 제조, 군사등여러분야로의확산
까지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파노라마 및 360도 영상으로
대표되는몰입형(Immersive) 미디어 영상의활용이확장되
는이유중하나로는직접현장에방문해야만느낄수있는

현장감을 몰입형 미디어를 통해 획득할 수 있기때문이다. 
한편, 영상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
해서는현실세계의모습을사실그대로나타내야한다. 하
지만현재파노라마및 360도영상콘텐츠의품질은현장감
이라는사용자의니즈(Needs)를만족하게하기에는부족하
다. 일례로, ‘로드뷰’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360도 영상 내
에서지나가는차량이나사람의일부가사라지거나중복되

어나타나는왜곡현상을발견할수있다. 이처럼실제모습
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은 사용자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하

고, 결국 사용자의 콘텐츠 몰입을 방해하게 된다. 
사용자의 콘텐츠 몰입을 방해하는 왜곡 현상은 주로 파

노라마 및 360도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인 영상 스티칭

(Image Stitching) 기술에서 야기된다. 전통적인 구조의 카
메라한대를통해서파노라마및 360도 영상콘텐츠를생
성하기에는카메라의시야각(Field of View)이제한되므로, 
다수의 카메라를 통해 얻은 영상들을 합성하여 넓은 시야

각의 영상을 생성하는 영상 스티칭 기술이 사용된다[1]. 이
때 촬영하는 카메라 간에 시차(Parallax)가 크다면, 합성된
영상 내에서 움직이는 물체 일부가 사라지거나 중복되어

나타나는 고스트 현상(Ghost Effect)이 발생한다[2][3]. 따라
서 현장감을 원하는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

서는 시차 왜곡을 극복한 영상 스티칭 기술이 필요하다. 
이와같은시차왜곡을 극복하기위한방법으로 픽셀정

보 기반의 스티칭 방법과 특징(Feature) 기반의 스티칭 방
법이 연구되고 있다[4]. 영상의 픽셀 정보를 기반으로 스티
칭하는방법은조도, 그래디언트, 색상, 지오메트리등의영
상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써, GIST(Gradient-domain 
Image STitching)[5], RODs(Regions Of Difference) Graph[6], 
DBM(Depth-Based Mosaic)[7] 등이대표적이다. 그러나 픽
셀 정보 기반의영상스티칭기술은 위치가고정된카메라

에서 앵글만 좌우로 돌려 촬영한 파노라믹 뷰(Panoramic 
View) 영상을스티칭하거나, 색상정보가전체적으로유사
한 영상을 스티칭하는데 완성도가 떨어지며, 영상의 모든
픽셀값을비교하며해당기술의알고리즘이수행되기에계

산 복잡도가높아실행시간이 오래 걸리는문제가존재한

다[4]. 
반면, 특징기반의 영상 스티칭방법은 Keypoint 추출과
매칭 작업, 호모그래피(Homography) 계산, 와핑(Warping), 
영상 합성 등의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스티칭하는 방

법으로써, 픽셀정보기반영상스티칭기술보다입력영상
에 대한 제약이적다는장점으로인해현재다수의파노라

마 카메라 및 소프트웨어에 활용되고 있다[8]. 그러나 해당
방법으로 동영상을 스티칭할 경우, 동영상 내에서 움직이
는사물로인해시차왜곡이발생할수있고, 이에해당시
차 왜곡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영상 내에서 움직이는 사물

을검출하고, 해당위치정보를활용하는동영상스티칭방
법이 제안되고 있다[1]. 동영상 내 움직이는 사물을 고려하
는 특징 기반의동영상스티칭 방법은영상을다중패치로

분할하여다중호모그래피를추정하고와핑을진행하는방

법[9][10]과 움직이는 사물을 피해 Seam을 생성하는 Seam 
Optimization 방법[11][12]이 대표적이다. 그러나제안된다중
호모그래피변환방법과 Seam Optimization 방법은시차가
적은영상의스티칭에한정된다는점과영상내 사물의모

양에 따라서 시차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이

존재하기에 실질적인 활용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4]. 
이에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 동영상 스티칭 기술의
절차를간단히 소개하며, 시차 왜곡을 극복하기 위한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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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그래피 변환 방법과 Seam Optimization 방법이 갖는
제한사항을분석하고자한다. 3장에서는시차왜곡을극복
하기위한시차왜곡검출및정정방법을포함하는동영상

스티칭방법을제안하며, 4장에서는제안기술을통한시차
왜곡의 검출과 정정을 테스트 영상을 통해 실험하고 결과

를 분석하여 제안 기술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지으며 마무리한다. 

Ⅱ. 배경 기술

앞서설명한기존 특징기반동영상스티칭의절차는그

림 1과같이 나타난다. 해당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각
각의 입력영상에서 Keypoint[2]를 추출하는모듈, Keypoint 
매칭을 통하여 중복 영역(Overlap Region)을 설정하는

Registration 모듈, 중복 영역 정보를 통해 한 평면으로의
와핑(Warping) 작업과 합성 경계선인 Seam을 생성하고

Seam을 바탕으로 영상 합성 작업을 수행하는 Calibration 
모듈, 영상내사물을고려하기위한 Object Detection 모듈, 

그림 1. 일반적인 동영상 스티칭 흐름도
Fig. 1. Flow chart of general video stitching

카메라간의조도차이및렌즈의곡률등으로인해발생한

왜곡을 교정하는 Blending 모듈로 구성된다[2]. 또한, 스티
칭 영상에서 발생하는 시차 왜곡을 줄이려는 방법은 제안

기술에 따라서 Registration 모듈 또는 Calibration 모듈을
통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4]. 

Registration 모듈을 통하여 시차 왜곡을 극복하는 방법
은두입력영상을여러패치단위로분할하고각각의패치

영상에대하여 다중 호모그래피 추정 및다중와핑작업을

통하여두 영상 간의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스티칭 영상
내의 시차 왜곡을 줄이는 방식이다[9][10]. 그러나 스티칭 영
상의패치경계선부분에서 Local Distortion[4]이발생할수

있고, 해당 Local Distortion을 정정하는 것은 복잡도가 높
다는 제한 사항이 있다. 
반면, Calibration 모듈을 통해 시차 왜곡을 극복하는

Seam Optimization 방법은 두 입력 영상의 중복 영역에서
픽셀의차이 값[13]이나 시각적 인지 에너지 함수[14] 등으로
생성한오류행렬을바탕으로, 중복영역을두영역으로분
할 가능하며앞서생성한 오류 행렬값의누적이 최소인경

로로 Seam을 생성한다. 이때 사물의 위치에는 큰 값의 가
중치가 할당되어 Seam으로선택되지않기 때문에 Seam은
사물을우회하며생성되고, 결국 스티칭 영상에서 시차 왜
곡이 발생할 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사물 영역을 피해 Seam을 생성하는 Seam Opti- 

mization 기반 영상 스티칭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
차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Object Detection 
모듈의성능이 좋지 못하여실제사물영역을제대로 나타

내지 못한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Object Detection 모듈
이 탐색하지 못한 사물 영역 위로 Seam이 생성되었을 때
시차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사물 영역의 모
양에 따라서 Seam의 생성이 제한되는 경우이다. Seam을
생성하는 방법은 그림 2에 나타나듯이 현재 Seam 지점에
서 상단에 있는 3개의 픽셀을 다음 Seam 후보로 고려하는
Three-pixel Model, 상단에위치한 3개의 픽셀과 수평으로
존재하는 2개의 픽셀을 다음 Seam 후보로 고려하는

Five-pixel Model 그리고 이전 Seam 지점을 제외한 모든
픽셀을 다음 Seam 후보로 고려하는 Seven-pixel Model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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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그림 3에서 나타난 흰색 영역을 사물 영역으로
가정하여, 상기의 Seam 생성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의 (a)와 같이 영상
내 사물이 수평으로 넓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Three-pixel 
Model과 Five-pixel Model을 통해서는 사물 영역을 피해
Seam을생성하는것이제한된다. 그림 3의 (a)와같이수평
으로 위치한 사물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수평으로 Seam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지만, Three-pixel Model의 경우는 상
단에있는 3개의픽셀만을다음 Seam으로선택하기때문에
사물을우회하여 Seam을생성할수없으며, 또한, Five-pix-
el Model의 경우, 왼쪽으로 Seam이 생성된다면 사물을우
회하며 생성할수 있지만, 오른쪽으로 Seam이 생성된다면
사물 영역으로 막히게 되어 사물 영역을 우회할 수 없다. 
한편, 그림 3의 (b)와 같이 사물 영역으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서 Seam이생성된다면, Three-pixel Model, Five-pixel 
Model 그리고 Seven-pixel Model 방법모두사물을우회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Seam Optimization 기반의 영상
스티칭은 영상 내사물의 모양에따라서시차왜곡이 발생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중 호모그래피 추정 방법과

Seam Optimization 방법 모두 스티칭 영상에서 원치 않는
영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중 호모그래피 추정
방법은 왜곡이 패치들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후보 지점의 수는 영상을 분할한 패치의

수에 비례하고, 이에 따라서 스티칭 영상에서 발생한 왜곡
지점을 탐색하는 것과 해당 왜곡을 정정하는 것은 복잡도

가 높다. 반면, Seam Optimization 방법은 사물 영역 위로
Seam이 생성될 때 시차 왜곡이 발생하므로, 시차 왜곡이

(a) 생성 방향 제한 (b) 생성 시점 제한

그림 3. Seam 생성이 제한되는 예시
Fig. 3. Examples of limiting seam generation

(a) Three-pixel Model (b) Five-pixel Model (c) Seven-pixel Model

: 현재 Seam : 다음 Seam 후보

그림 2. Seam 생성 모델 분류
Fig. 2. Classification of Seam-generate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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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위치를상대적으로쉽게추정할수있는장점이존

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eam Optimization 기반의 영
상스티칭기술을통해생성한스티칭영상을바탕으로, 영
상평가방법을통해서 시차 왜곡이발생한지점을 검출하

고 해당 시차 왜곡을 정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LDPM 기반 시차 왜곡 검출 및 정정 방법

본논문의 3장에서는앞서설명한것과같이 Seam Opti- 
mization 기반으로생성한스티칭영상에서발생한시차왜
곡을영상평가를통해검출하고, 해당시차왜곡을정정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LDPM(Local Differential 
Pixel Mean)[15] 기반 시차 왜곡 검출 및 정정 방법은 그림
1에서 나타난 기존 동영상 스티칭 기술 순서를 바탕으로
제안 기술을 추가하여 그림 4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제
안하는 기술은 그림 4의 영역 (A)에 나타난 것과 같이 
Parallax Distortion Initial Setting 서브시스템, Parallax 
Distortion Detection 서브시스템, Parallax Distortion 
Correction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된다. Parallax Distortion 
Initial Setting 서브시스템은 Parallax Distortion Condition 
확인모듈, Candidate Point 설정모듈, Reference Frame 설
정 모듈로 구성되며, Parallax Distortion Detection 서브시

스템은 Search Error Region 모듈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Parallax Distortion Correction 서브시스템은 Edge Differ- 
ence Map 생성 모듈, Blending Mask 생성 모듈, Parallax 
Distortion Blending 모듈로 구성된다. 

1. Parallax Distortion Initial Setting 서브시스템

Seam Optimization 기반의스티칭영상에서시차왜곡이
발생했다면, 그림 5와같이사물영역위로 Seam이생성되
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동영상의 경우, 정지 영상과 달리
모든프레임에 대하여시차왜곡지점을탐색하고시차왜

곡의 교정작업을 진행하는것은 비효율적이므로, Parallax 

그림 5. 생성된 Seam과 영상 내 사물 영역
Fig. 5. Generated seam and object region in video frame

그림 4. 제안 기술의 흐름도
Fig. 4. Flow chart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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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ortion Condition 확인 모듈에서는 현재 동영상 프레임
이시차왜곡이발생할 수있는조건의 동영상프레임인지

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시차 왜곡이발생하는 지점은 사물영
역과 Seam이 만나는 지점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Object 
Detection 모듈이 사물 영역을 제대로 검출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앞선 방법으로는 시차 왜곡의위치를탐색할 수없

다. 이에 Parallax Distortion Condition 모듈에서는 Seam을
기준으로 일정수평 거리(DW) 이내에 사물 영역이있는지
를 판단하여 사물 영역이 있다면 시차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프레임 영상으로 선택한다. 이때 일정 수평 거리는
Object Detection 모듈의성능에따라가변적으로설정된다. 
이어지는 Candidate Point 설정모듈은시차왜곡이발생
할수있는스티칭영상내에서시차왜곡이발생할수있는

후보 지점들을 선택하는 모듈로써, Object Detection 모듈
의 검출 성능에 영향을 받고 있기에, 일정 수평 거리(DW) 

이내에사물영역이있는 Seam들을후보지역을설정하고, 

그림 6. 후보 지점 선택 예시
Fig. 6. Example of selecting candidate points

일례로, 그림 6에서 후보 지점은 영역 (A)에 포함되는

Seam들에 해당한다. 
Parallax Distortion Initial Setting 서브시스템의 마지막
모듈인 Reference Frame 설정모듈은앞선 Candidate Point 
설정 모듈에서 획득한 후보 지점들을 바탕으로 스티칭 영

상과 영상 평가를 진행할 참조 프레임을 설정하는 모듈로

써, 일련의후보지점들을기준으로좌측과우측중에서사
물을더 많이 포함하는방향의 입력 영상을참조영상으로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례로, 그림 6의 경우, 영역
(A)에 포함되는 Seam을 기준으로 좌측에 사물이 더 많이
위치하므로 좌측 입력 영상이 참조 영상으로 설정된다. 

2. Parallax Distortion Detection 서브시스템

Parallax Distortion Detection 서브시스템은 Search Error 
Region 모듈로구성되며, Search Error Region 모듈은후보
지점들을 기준으로 시차 왜곡이 가장 큰 영역을 탐색하는

모듈이다. 해당 모듈은 그림 7과 같이 후보 지점들의 좌표
를 오프셋으로 설정하여 스티칭 영상과 참조 영상을 일정

크기의패치 단위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각의 패치영상을
LDPM[15] 평가하여평가값이가장큰영상패치를시차왜
곡이일어난지점으로선택한다. 이때시차왜곡지점을탐
색하기위해사용되는 LDPM 평가방법은다음과 같이 진
행된다. 

LDPM 평가 방법에서 사용하는 LDP 생성은 영상 의

픽셀 위치 에 대하여, 외각 픽셀과 중앙 픽셀의 차이
값을기반으로식 (1)과식 (2)에서나타난바와같으며, 그
림 8에서는 영상에 적용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 LDP는식

그림 7. 시차 왜곡 지점 탐색 예시
Fig. 7. Example of detecting parallax dis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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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이 × 크기의 행렬로 나타나며, 위치에서
LDP의외각성분인 D는식 (2)와같이해당위치의픽셀값
과 중앙 픽셀값 I의 차이로 정의된다. 

(1)

(2)

    
상기에정의된 LDP를식 (3), (4), (5), (6)에서나타난바
와 같이 스티칭하려는 M×N 크기의 두 영상 f와 g를 동
일 좌표에 적용함으로써 LDPM 값을생성하고, 이를 기반
으로 두 영상의 유사도를 측정한다. 

(3)

(4)

(5)

(6)

상기의식에서볼 수있듯이, LDP의외각성분 D는 8개
가 존재하므로 두 LDP의 외각 성분이 모두 각각 같다면
m은 8이되고, 이에해당픽셀은오류가없는픽셀로판단

되어 0의매칭점수를출력한다. 반면, 두 LDP의외각성분
차이가하나라도에러임계값()보다크다면해당픽셀은

오류 픽셀로 판단되어 1의 매칭 점수를 출력한다. 이와같
은 방법으로참조 영상과 스티칭영상의패치 단위 LDPM 
평가를진행하여, 평가값이가장높은패치영역을시차왜
곡이 발생한 지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3. Parallax Distortion Correction 서브시스템

앞선 Parallax Distortion Detection 서브시스템에서 시차
왜곡 지점을 검출한 이후, 이어지는 Parallax Distortion 
Correction 서브시스템은검출한시차왜곡지점의위치정
보를 바탕으로 시차 왜곡을 정정하는 서브시스템으로써, 
Edge Difference Map 생성 모듈, Blending Mask 생성 모
듈, Parallax Distortion Blending 모듈로 구성되며, 각각의
모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dge Difference Map 생성모듈은조도차이에무관하게
영상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앞선 Reference 
Frame 모듈에서 설정한 참조 영상과 스티칭 영상의 Edge 
정보를추출하여이를 XOR 연산하여 윤곽선형태로 Edge 
Difference Map을 생성한다.
윤곽선형태의 Edge Difference Map은 Blending Mask로
사용이적합하지못하기때문에, Blending Mask 생성모듈
은 Edge Difference Map을블렌딩에적합한마스크형태로
만들기위하여영상확장(Dilate) 및침식(Erode) 과정을수
행하고, 일정크기이하의작은세그먼트를제거하며, 앞선
후보 지점의 세로축 좌표 범위를 벗어나는 세그먼트를 제

거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프로세스를 이후에 남은세그먼
트에서내부의빈공간을채워 Blending Mask를생성한다. 
마지막으로 Parallax Distortion Blending 모듈에서는 앞

그림 8. LDP의 영상 적용 예
Fig. 8. Example of image application of L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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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성한 Blending Mask를 통하여 참조 영상과의 AND 
연산을진행하고스티칭영상에블렌딩함으로써스티칭영

상에 발생한 시차 왜곡의 정정 작업은 마무리된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LDPM 기반의 시차 왜곡 검출 및
정정 방법을 테스트 영상에 적용함으로써 제안 기술의 성

능을 확인하고, 구조적 유사도영상평가 방법으로 대표되
는 SSIM[16]과 비교 실험을 통하여 제안 기술의 이점을 밝

히고자 한다.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전통적인 Minimal Error Seam 기반의 영
상스티칭방법이 가지는시차왜곡문제를해결하기위하

여 LDPM 기반의시차왜곡검출및정정방법을제안하고
있다. 본논문에서제안하는기술의효율성을검증하기위
하여, 본 4장에서는그림 9의 (a)와 (b)의입력영상으로사
용하고, 이를전통적인 Minimal Error Seam을사용한스티
칭결과인 (c)를대상으로제안기술을적용하고자한다. 또

한, 기존 구조적 유사도 영상 평가 방법으로 대표되는

SSIM과 LDPM 영상 평가 방법을 비교 실험하여, LDPM 
평가 방법이 스티칭 영상의 시차 왜곡을 검출하기에 적합

한영상평가방법임을검증하고, 추가로기존의다른 Seam 
Optimization 기반의영상스티칭기술에제안기술을적용
한결과를확인하고자한다. 기술검증및성능평가의실험
환경은 Window 10, i7-10700의 CPU를 기반으로 Visual 
Studio 2019 C++과 OpenCV 3.7을 통해 설계되었다.
제안 기술의 Parallax Distortion Condition 모듈은 앞서

3장에서설명했듯이모든동영상프레임에대하여제안기
술을적용하지않고, Seam을기준으로일정수평거리() 
이내에사물영역이 존재하여시차왜곡이 발생할수 있는

동영상프레임에서만 LDPM 기반 시차 왜곡 검출 및정정
방법을적용한다. 이에따라서, × 크기의영상프레임
에서 시차 왜곡 조건을 판단하는데 탐색하는 픽셀의 최대

개수는 ××이며, 본 실험에서는 Object Detection 

모듈의성능을고려하여 를 2로설정하였고, 프로그램의
속도향상을위해영상높이 H에대한모든지점을탐색하
지않고 2개의픽셀당 1개의픽셀만을고려하였다. 이에그

(a) Left Input Frame (b) Right Input Frame

(c) Stitched Frame

그림 9. 시차 왜곡 테스트 영상
Fig. 9. Parallax distortion test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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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9에서 나타난 크기의 스티칭 동영상 한 프레임 (c)를
통해 시차 왜곡 조건인지를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0.57이하로 측정되었기에, Parallax Distortion Condi- 
tion 모듈을기존동영상스티칭프로세스에추가하는것은
시간적 부하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 9 (c)의 영역 (A)와 같이 나타난 시차 왜곡
지점을 검출하기 위하여, 패치단위로 LDPM 영상 평가를
진행하여검출한지점의모습은그림 10의 (a)와같이나타

(a) Parallax-Distortion Region (b) Reference Frame Edge

(c) Stitching Frame Edge (d) Edge Difference Map

그림 10. Edge Difference Map 생성 과정 예시
Fig. 10. Example of edge difference map generation process

났으며, 평가를위해설정한패치의크기는영상내사물의
가로 크기를 고려하여 ×로 설정하였다. 그림 10의
(b)와 (c)는 각각 검출한 시차 왜곡 지점에대한참조영상
과 스티칭 영상에서의 Edge 영상에 해당하며, 두 Edge 영
상을 XOR 연산한 Edge Difference Map은그림 10의 (d)와
같이 나타난다. 
또한, 앞서생성한 Edge Difference Map을시차 왜곡 정
정에 적합한 Blending Mask로 생성하기 위하여영상 확장
(Dilate) 및 침식(Erode) 과정을 통해그림 11의 (a)와 같이
생성하며, 일정 크기 이하의 작은 세그먼트를 제거하고 후
보 지점의 세로축 좌표 범위를 벗어나는 세그먼트를 제거

하여그림 11의 (b)와같이생성한다. 이에남은세그먼트의
내부를채우는작업을통해그림 11의 (c)와같이 Blending 
Mask를 생성한다. 
제안 기술의 Parallax Distortion Correction 모듈에서는
앞서 생성한 Blending Mask를 통하여 참조 영상과 AND 
연산을진행하고스티칭영상에블렌딩함으로써시차왜곡

(a) Blending Mask (b) Parallax Distortion Blending

그림 12. 시차 왜곡 정정 예시
Fig. 12. Example of parallax distortion correction

(a) Dilate and Erode (b) Region of Interest Segment (c) Blending Mask

그림 11. Blending Mask 생성 과정
Fig. 11. Blending Mask gene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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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정정한다. Blending Mask를스티칭영상에대입한예시
는 그림 12의 (a)와같이 나타나며, 시차 왜곡을 정정한 결
과는 그림 12의 (b)와 같이 나타난다. 
최종적으로기존스티칭기술에서발생한시차왜곡에대

하여제안기술을통해시차왜곡을검출하고정정한결과는

그림 13과같이나타난다. 이와같은실험을통해서본논문
에서제안하는 LDPM 기반시차왜곡탐색및정정방법은
Object Detection의성능이좋지못한상황과올바른 Seam 
생성이제한되는상황으로인해스티칭영상에발생한시차

왜곡을 검출하고 정정하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DPM 영상평가가 기존의

SSIM 영상평가보다스티칭영상의시차왜곡을검출하는
데, 보다적합한영상평가방법임을검증하기위하여시차
왜곡평가결과를비교하고자한다. 그림 14는시차왜곡이
발생한그림 13의 (a)를그래프의 X축에표시된좌표를기
준으로 ×크기의 패치 단위로 분할하여, LDPM과

SSIM 각각으로 영상을 평가한 결과이다. 이때, SSIM은
크기의 영상을평가하는데 8.9의 시간이소요되었으며, 
LDPM은 18가 소요되었다. 한편, LDPM은 SSIM과달
리시차왜곡지점을높은평가값으로표현하기에, 일관된
그래프형태를위하여기준 1에서 LDPM을뺀값을그래프
에 표시하였다. 그림 14의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LDPM과 SSIM은 공통으로 시차 왜곡 영역을 상대적으로
낮은 값으로 평가하였으며, LDPM은시차 왜곡의 중심 지
점을기준으로평가하였을때평가값이극솟값(Local min-
ima)으로나타났다. 그러나 SSIM은시차왜곡의중심지점
에서 극솟값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스케일로 시차
왜곡을 평가였음에도 SSIM은 LDPM보다 낮은 값을 가지
며, 시차왜곡에대하여비교적민감하지않은것을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차 왜곡에 대하여 높은 민감도를 갖는
LDPM은 스티칭 영상의 시차 왜곡을 검출하고 정정하는
것에 적합한 영상 평가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a) Conventional Stitching

(b) Proposed Stitching

그림 13. 제안 기술의 정정 결과
Fig. 13. Correction result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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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LDPM과 SSIM 시차 왜곡 평가 비교
Fig. 14. Comparison of LDPM and SSIM parallax distortion evaluation

추가로, 본논문에서는 LDPM 기반의시차왜곡검출및
정정방법을 다른 Seam Optimization 기반영상스티칭 기
술에적용함으로써제안기술의효용성을검증하고자한다. 
이에 따라서, AutoStitch를 통해 생성한 스티칭 영상인, 그
림 15의 (a)를테스트영상으로활용하며, 이때빨간사각형
부분에서볼 수있듯이 사람의그림자에서시차왜곡이발

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LDPM 기반의 시차 왜곡
검출 및 정정 방법을 적용한 결과는 그림 15의 (b)와 같이
나타나며, 이는 제안 기술이다른 Seam Optimization 기반
의영상스티칭기술에적용이가능함을보여주고, 해당테
스트영상의 바닥과같이복잡한재질을 갖는 영상에대해

서도 시차 왜곡을 검출하고 정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

낸다. 

Ⅴ. 결 론

기존동영상스티칭기술이 가진시차왜곡 문제를해결

하기 위하여 Seam Optimization 기반의 동영상 스티칭 방
법은 동영상 내에서 움직이는 사물을 검출하고, 해당 위치
에 Seam이 생성되지 못하도록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그러
나 해당 기술에서 Object Detection 모듈의성능과영상내
사물의모양에따라서올바른 Seam 생성이제한되었고, 이
로인해 Seam이사물영역을관통하여스티칭영상에서시
차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본논문에서제안하는 LDPM 기반시차왜곡 검출
및정정방법은 Minimal Error Seam 기반으로생성한스티
칭 동영상의한 프레임마다 Seam과 사물 영역을 비교하여
시차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동영상 프레임인지를 확인하

고, 시차 왜곡이 발생할수 있는 영상의경우, 후보지점과
참조영상을설정하고영상패치단위의 LDPM 영상평가
를 통하여 시차 왜곡 지점을 검출했다. 또한, 검출한 시차
왜곡 지점에 대하여 조도 차이에 무관한 Edge Difference 
Map을 생성하고, 이를 블렌딩에 적합한 Blending Mask로
변환하여참조영상과 AND 연산한값을스티칭영상에블
렌딩하는 시차 왜곡의 정정을 앞선 실험 결과로 보임으로

써, 제안 기술이 Object Detection 모듈의 성능과 영상 내
사물의 모양으로 인해 발생한 시차 왜곡을 검출하고 정정

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추가로, 영상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패치 크기의 설
정이 다소 휴리스틱하였기에 왜곡 크기에 맞게 패치의 크

기를 결정하는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시차 왜곡
을 극복하는개선된 동영상스티칭기술을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 (b)

그림 15. 복잡한 재질의 시차 왜곡 정정 예시
Fig. 15. Example of parallax distortion correction for complex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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