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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초고화질 영상, 가상현실 등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360° VR과 8K TV 등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360° VR 영상을 만드는 데에 스티칭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8K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스티칭
기술을 통해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스티칭 기술은 여러 영상을 합성하여 기존 카메라의 좁은 시야각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넓은 시야각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미지를 넘어 동영상
스티칭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동영상 스티칭 방식은 이미지 스티칭 방식을 프레임마다 반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하여 객체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에 사각형 모양의
경계 상자(Bounding box)를 생성하는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 분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이를 기반으로 객체
의 경계선을 검출하여 해당 영역만을 구분하는 객체 분할(Instance segmentation)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
는 앞서 말한 스티칭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객체 분할이 가능한 YOLACT를 이용하여 스티칭 속도를 개선하
는 방안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초고화질 영상, 가상 현실 등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파노라마 및 360° VR(Virtual Reality) 영상이 주목받고 있으
며, 가전 시장에서는 8K TV가 출시되면서 초고화질 시장이 확대되고 있
다.[1][2] 한 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파노라마 및 360° VR 영상을 만드는
데에는 시야각(Field of View)이 제한되므로, 다수의 카메라로 촬영한
여러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하는 영상 스티칭 기술이 사용되고 있
다[3].

기존 스티칭 기술은 다수의 정지 영상을 제대로 합성하기 위해 제안
되었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동영상
스티칭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영지 영상을 기반
으로 스티칭하는 기술은 동영상의 한 프레임을 합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에 따라서 동영상 하나를 스티칭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어 빠른 속도로 영상을 스티칭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한편, 동영상 기반의 스티칭 기술에서는 영상 내 움직이는 사물로
인해 촬영 카메라 간에 시차(Parallax)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시차 왜
곡이 발생할 수 있다. 시차 왜곡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영상 스티칭 기술
에서는 동영상 내에서 움직이는 사물을 검출하기 위해 객체 탐지 기술
(Object detection)을 사용하고 있다.[4]

객체 탐지 기술은 객체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
각형 모양의 경계 상자(Bounding box)를 생성하는 기술로써, 최근에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YOLO(You Only Look Once)[5], SSD(Single
Shot Detector)[6]등의 객체 탐지 기술들이 대표된다. 또한, 앞선 객체
탐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객체 분할(Instance segmentation) 기술은
객체 모양대로 해당 영역만을 추출하는 기술로써, YOLACT(You Only
Look At CoefficienTs)[7], Mask R-CNN(Mask Regions with CNN)
등이 대표된다.

이 중 YOLACT는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하고 객체를 분할하는 방
법으로써, 빠른 속도로 영상 내 사물 영역만을 떼어내는 장점이 존재하
므로, 기존 정지 영상 기반의 스티칭 기술을 통해서 동영상을 스티칭하

(a) YOLO v3 (b) YOLACT

그림 1. YOLO와 YOLACT를 사용한 객체 탐지 및 객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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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닌, 추출한 객체 영상을 스티칭 영상에 블렌딩하는 방식을 통
해 빠른 속도의 영상 스티칭 기술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 스티칭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분석
하고, 3장에서는 YOLACT를 기반으로 하는 스티칭 속도 개선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4장에서는 테스트 영상을 통한 제안 방법과 기존 스티
칭의 비교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 기술을 검증하며,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기존 스티칭 방법 분석

2.1 일반적인 스티칭 알고리즘

하나의 객체를 둘 이상의 위치에서 촬영하면, 해당 객체는 촬영한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얻어지게 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좌
표계를 하나의 좌표계로 통합하는 것을 영상 정합 (Image
registration)이라고 한다. 영상 정합은 이미지 간의 대응 관계를 찾기
위해 주위 배경과 구분되면서 식별이 용이한 지점인 특징점(Feature)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점들의 상관관계를 찾아냄으로써 매칭한 후, 매칭
된 특징점 사이의 변환 관계를 찾아 중복 영역을 찾는 단계를 거친다.
이후 이를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 가중치를 할당하여 보정하는 블렌
딩을 진행한다.[8][9]

2.2 최소 오류 경계를 활용한 스티칭 알고리즘[10]

최소 오류 경계를 활용한 스티칭은 특징점 매칭을 통해 찾은 중복
영역에서 합쳐진 경계(seam)가 부자연스럽게 정합되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경계선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다. 중복 영역
픽셀의 회색조 값의 차를 제곱하여 Error 행렬을 만들고 영상의 가장
윗단에서부터 아래 방향의 좌측, 원위치, 우측 중 가장 작은 값을 최하단
까지 더하여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선택한다. 이를 아래에서부터 역
으로 따라 올라가면 최소 오류 경계를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을 HSV를
기반으로 하여 3번 진행하고, 블렌딩 과정에서도 다양한 모듈을 통해 영
상이 자연스럽게 정합되도록 한다.

기존 스티칭 방식을 동영상에 적용하게 되면 프레임마다 위 과정을
반복해야 하므로 처리 시간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객체를 분할할 수 있는 YOLACT를 이용한 스티칭 속도 개
선 방안을 3장에서 제안한다.

3. YOLACT를 이용한 스티칭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YOLACT를 이용한 스티칭 속도 개선 방안은
최소 오류 경계 기반 스티칭 방법으로써, 중복 영역에 대하여 seam을
생성하고 이를 통하여 그림 2와 같은 배경 프레임을 생성한다. 이때 동
영상의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하여 생성된 seam은 끝날 때까지 고정적으
로 사용한다.

그림 2. 최소 오류 경계를 활용해 정합한 배경 프레임

이후 움직이는 객체에 대해서는 각각 입력 영상의 중복 영역에 대하
여 YOLACT를 통해 그림 3과 같이 객체를 분할한다.

그림 4의 (a), (b)는 좌우 영상에서 각각 YOLACT를 사용해 객체를
이진화하여 분할한 영상이다. 두 영상을 단순히 겹치면 시차(parallax)
로 인해 그림 4의 (c)처럼 객체가 서로 다른 위치에 나타나기 때문에 좌
우 영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a) Left (b) Right

(c) Overlapped
그림 4. YOLACT를 사용해 이진화하여 객체 분할한 영상

그림 5의 (a), (b)는 선택된 영상에서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c)는 두 프레임을 겹친 것이다. 오버랩된 영상에서 파란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전 프레임, 빨간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현재 프레임이다. 움직

(a) Left (b) Right

(c) Left (d) Right

그림 3. YOLACT를 사용해 객체 분할한 영상

2020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하계학술대회

11



이는 객체에 대해서, 이전 프레임에 해당하는 위치에는 배경을, 현재 프
레임에서 객체가 위치하는 부분에는 분할한 객체를 가져오는 방식을 사
용한다. 이후 블렌딩을 통해 배경 프레임에 옮긴 후 그림 6과 같이 스티
칭 된 결과 영상을 만든다.

그림 6. 결과 영상

4. 실험 결과

3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GeForce GTX 1180를 사용하는 ubuntu
18.04 환경에서 코드를 제작하였다. anaconda3 4.8.3 버전, python
3.7,7 버전, opencv 3.4.2 버전을 이용하였고 backbone으로는
Resnet101-FPN을 사용하였다.

YOLACT를 이용하면 550×550 크기의 영상에 대하여 30fps 이상
으로 객체를 분할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20×1080 크기의 영상을
입력 영상으로 사용하여 중복 영역은 1667×1065로 계산되었다. 계산
된 중복 영역에 대하여 YOLACT를 이용한 결과, 영상 크기의 차이로 인
해 실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 최소 오류 경계를 활용한 방법에
비하여 스티칭 속도를 크게 개선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마다 특징점을 추출 및 매칭하고 seam을 생
성하여 정합하는 기존 이미지 스티칭 방식을 사용할 때 처리 시간이 오
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간 객체 검출 기술인 YOLACT
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배경 프레임에서는 기존 최소 오류 경
계를 활용한 스티칭 방식대로 seam을 생성하고, 이후 프레임에서는 생
성된 seam을 고정적으로 사용해 중복 영역에서 YOLACT를 이용해 객
체를 분할하여 가져오는 방법으로 속도 문제를 개선하였다. 해당 기술은
배경을 미리 촬영할 수 있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에 적용할 경우 빠
르게 스티칭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객체를 분할하지 못할 경우에는 객체를 마스킹하여 사용할 수
없어 객체가 사라지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객체 분할 정확도가 더 높
아진다면 개선될 것이다. 또한, 카메라 간 서로 다른 광학 원점으로 인한
시차 문제까지는 해결하지 못해 향후 이에 대한 추가연구를 진행할 예정
이다.

* 본 연구는 한국전력공사의 2018년 착수 에너지 거점대학 클러스터
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과제번호:R18X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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