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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 기반 렌더링에서 평면에 투영된 사영 영상만을 가지고 3 차원 영상을 재구성 하는 여러 
가지 모델링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4D Plenoptic Function 을 사용 하는 Light Field Rendering 이나 
Lumigraph 방법은 여러 개의 영상으로 새로운 시점의 영상을 생성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사
용자가 가상 세계에서의 항해를 가능하게 하고 2 차원의 정보만으로 3 차원 환경을 구성 할 수 있
다.  

Concentric Mosaic, Plenoptic Stitching, Sea of Image 등은 Light Field 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여러 가
지 환경에서 항해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특히 Takahashi 는 도시의 거리와 같은 대규모 환경에서
의 항해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단일 경로를 따라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한 다음 Light Field 방
법을 사용해서 새로운 시점의 영상을 생성한다. 하지만 대규모 환경에서 사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의 범위는 매우 넓고 경로를 따라 조밀하게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영상획득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하여 참조 영상의 네트워크 전송 시
에 네트워크의 부하가 증가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Takahashi 의 방법을 기본으로 파노라마 영상 모핑 방법을 이용하여 임의 시점

(Arbitrary View)의 영상을 렌더링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파노라마 영상의 획득 간격을 비교적 크게 
하면서 파노라마 영상 모핑 기법을 이용하여 중간 영상을 생성한 후 Takahashi 의 방법을 사용하여 
임의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적은 수의 파노라마 영상으로 비교적 좋은 임의 시점의 영상을 재
구성 할 수 있었다. 

 

1. 서론 

컴퓨터 산업이 고도로 발달 하면서 3 차원 그래픽
은 일반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 
사람들이 3 차원 그래픽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됨으
로써 실제 응용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가상 현실 연구 분야에서는 3 차원 영상 

정보를 구축하고 처리함으로써 사용자가 가상 환경에
서 실세계의 환경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3 차원
의 정보가 2 차원의 평면에 투영된 사영 영상
(perspective images)만을 가지고 3 차원을 재구성하는 
모델링 기법들이 많이 연구 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
은 영상 기반 렌더링(Image-Based Rendering)이라고 한
다. TV 광고나 영화, 컴퓨터 게임, 스포츠 중계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상 합성 기술들이 영상 기반 렌더
링의 좋은 예이다[1]. 또 Apple 사의 QuickTime V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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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파노라마 영상을 이용해서 사용자 중심의 
360° 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응용은 사이버 
박물관이나 모델 하우스 등에서 상업적 서비스에 적
용되고 있다. 
영상 기반 렌더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카메라 평면(2D) 이미지 평면(2D) 만을 사용하는 
Light Field Rendering 방법[3]과 Lumigraph 방법[4]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거리와 같은 대규모 환경에서 
Light Field Rendering 기법을 이용해 임의 시점의 영상
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임의 시점의 영상을 생
성하기 위한 방법 중 Takahashi 방법은 단일 경로를 
따라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한 후에 Light Field 기법을 
이용해서 임의 시점의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낸다. 본 
연구에서는 Takahashi의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실제 응용에서 이동 경로를 따라 조밀하게 
Perspective 영상을 촬영해서 파노라마 영상을 구성하
기는 쉽지 않다. 또한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파노라마 영상을 모핑 방법에 
의하여 중간 영상을 만들어 냄으로써 참조 영상 획득
의 양을 줄이고 Light Field Rendering 기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점의 영상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3 절과 4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한다. 5 절에서는 실험 
방법 및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6 절에서 결론으로 
마친다. 

 
2. 파노라마 영상을 사용한 거리 항해 

파노라마 영상을 사용하여 공간상의 항해를 위한 
방법들에는 Plenoptic Stitching[5], Concentric Mosaic[6], 
Sea of Image[7], Takahashi[8]의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7차원의 Plenoptic Function에 몇가지 
조건을 가정함으로써 4차원의 Light Field Rendering을 
사용한다. 

Plenoptic Stitching 방법은 닫힌 공간에서 격자 모양
의 이동 경로를 따라 참조 영상을 획득하고 획득된 
영상들로부터 새로운 영상을 재구성 하는 방법이다. 
Plenoptic Stitching 방법에서는 전방향성 카메라(omni 
directional camera)를 사용해서 파노라마 영상의 획득한
다. Concentric Mosaic 방법은 동심원을 따라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한다. 각 동심원에서는 슬릿 단위로 파노
라마 영상을 구성한다. Sea of Image 방법은 닫힌 공간
에서 밀집된 경로를 따라 공간 전체의 영상을 획득하
기 때문에 보다 높은 질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Plenoptic Stitching, Concentric Mosaic

와 Sea of Image 방법들은 닫힌 공간 혹은 소규모 환경
에서 가능한 방법들 이다. 대규모 환경에서 거리 항해
를 위한 방법에는 Takahashi 의 방법이 있다. Takahashi
는 그림 1 과 같은 영상 획득 경로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영상 획득 경로는 도시의 거리와 같은 대
규모 환경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영상 
획득 경로를 사용해서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하였다. 

 
3. 파노라마 영상의 모핑 

실제 응용에서 좋은 품질의 임의 시점의 영상을 얻
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파노라마 영상이 필요하다. 하
지만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 항해 시뮬레이션 서비스 
등에서는 전송 대역폭의 한계를 피할 수 없다. 본 연
구에서는 파노라마 영상 모핑을 통해 적은 수의 파노
라마 영상만으로 다수의 사이 영상을 생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C. Yan-Fai[9]은 대응점들의 연결을 삼각형 모양으로 
하여 파노라마 영상을 모핑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고 편리한 대응점 설정을 위해 다
각형에 기반한 모핑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영
상내의 오브젝트들의 왜곡 정도가 각기 다른 파노라
마 영상의 경우에 효율적이다. 그림 2 는 파노라마 영
상 모핑의 과정을 보여준다. 획득된 파노라마 영상은 
각 영상간의 다각형 형태의 대응점 설정을 한다. 다음 
점과 점이 이루는 대응 선분을 이용해서 영상간의 모
핑 정보를 계산한다.  

 

 영상간의 모핑 방법은 T. Beier[11] 의 특징 기반 모
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징 기반 모핑 방법에서는 다
각형들의 각 선분들을 이용하여 두 영상에서 다각형 
내부에 포함된 픽셀들 간의 관계를 계산한다.  
두 영상간의 모핑으로 생성되는 중간 영상은 점 X

가 X'이 직선으로 이동되면서 생성된다. 이때 이동 거
리가 작을수록 발생하는 오차는 줄어든다. 그림 3 과 
같이 양방향 모핑을 통해 오차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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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영상간의 모핑을 통해서 여러 개의 중간 

영상들이 생성되고 이러한 중간 영상들은 조밀하게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해야 하는 단계를 대신 한다. 모
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선형 보간 과정을 거치
면서 제거 된다.  

 
4. 임의의 시점 영상 

모핑의 결과로 파노라마 영상간의 사이 영상들이 
생성 되면 그림 4 와 같이 Takahashi가 제안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Light Field 렌더링된다.  

 
Takahashi 의 방법에서 발생하는 수직왜곡은 각 대

응 슬릿의 범위에 민감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왜곡
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림 5 와 같이 건물의 위치
정보를 사용해서 슬릿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x는 임의의 시점 P에서 파노라마 영상 Cn까지의 x

축 거리이고 z 는 파노라마 영상 Cn 까지의 z 축 거리
이다. d1은 파노라마 영상 Cn-1에서부터 건물이 위치한 
거리이고 d2 는 파노라마 영상 Cn 과 Cn-1 간의 간격이
다. P 점에서 Cn에 이르는 광선의 슬릿은 α - θ 의 범
위를 갖는다. α, θ 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5. 실험결과 

본 실험을 구현한 환경은 시스템 Intel Pentium 4 
3GHz,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2000 Server를 사용
하였다. 

3D MAX 5 를 이용하여 실제 거리 환경과 유사한 
가상 도시를 모델링 하고 카메라의 이동경로를 따라 
300 단위마다 24 장의 렌더링된 사영 이미지로 총 26
장의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하였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통해 획득된 파노라마 영상에 대응 다각형을 그리
고 양방향 모핑을 하였다. 파노라마 영상간의 모핑결
과로 각각 30장, 총 780장의 영상이 생성된다. 그림 6 
은 가상도시에서 획득된 파노라마 영상과 모핑된 영
상을 보여준다.  

 
Takahashi 방법만으로 생성된 임의 시점의 영상과 

비교하기 위해서 10 단위마다 총 780 장의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하였다. 그림 7 은 파노라마 영상 획득 단
위를 변화해가며 생성된 임의 시점의 영상이다. 10 단
위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단위가 커질수록 왜
곡현상이 증가 되었다. 
그림 8 은 제안된 방법으로 생성된 임의 시점의 영

상이다. 모핑으로 인한 잡음이 발생하였지만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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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00단위로 획득된 파노라마 영상으로 생성된 임
의 시점 영상과 비교하였을 때 수직왜곡현상은 현저
히 줄었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도시의 거리와 같은 대규모 환경에서 단일 직선 경
로를 따라 획득된 파노라마 영상으로 임의 시점의 영
상을 생성하기 위해 각 파노라마 영상간의 모핑을 하
였다. 모핑된 영상으로 비교적 큰 간격의 파노라마 뷰
를 재구성 할 수 있었고 그 만큼의 파노라마 영상 획
득 양도 줄일 수가 있었다. 1/30 정도의 샘플링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원격 항해와 같은 네

트워크를 이용한 응용에서는 적은 양의 데이터 전송
만으로 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모핑된 영상의 질을 높여
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파노라마 영상 획득의 
양을 좀 더 늘이면 모핑된 영상의 질도 높아 질 수 
있다. 사용자가 대규모 환경을 항해하는 데에 거부감
이 없는 정도의 질을 제공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또
한 임의 시점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 
1. 대응점을 자동으로 찾는 모듈 개발 
2. 모핑 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확한 대응점 매칭 
알고리즘 개발 
3. 실시간으로 실행될 수 있는 빠른 모핑 알고리즘 개
발 
위와 같은 모듈 및 알고리즘의 개발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이면서 사용자가 대규모 환경을 항해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시스템의 제작이 앞으로의 연구 과제
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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