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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차량에서 상 안정화에 한 연구

( A Study on an Image Stabilization in Moving Veh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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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상에는 배경의 움직임, 상내의 객체들의 움직임 등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복합

으로 존재하여 카메라의 순수한 진동에 의한 움직임을 검출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내의 움직임을 특성별

로 분류하여 종류별로 움직임을 제거한 후, 카메라의 진동으로 인한 상의 순수한 떨림을 추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상 안정

화를 제시한다. 한, 블록 화소 값의 차이와 윤곽선 도를 이용하여 정보가 은 역을 배제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상 

안정화 기법을 실 하 다.

Abstract

In the image captured by the camera in a moving vehicle, there exist various motions due to the change of background, 

motion of objects in the image that make difficult to extract a pure vibrational motion by the camera. In this paper, we 

suggest an image stabilization with the elimination of various motion component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motions in 

the image by their characteristics. After the elimination of various local motions, images are compensated and stabilized 

with the global motion caused by the camera. Also, we suggest an accurate and fast image stabilization by excluding 

regions of little information based on block differences and edge densities.

      Keywords : image stabilization, vibrational motion, local motion, global motion 

Ⅰ. 서  론

최근 디지털 상 기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

한 환경에서 촬 한 디지털 상의 화질 개선(image 

enhancement)기술과 상 흔들림에 한 상 안정도 

향상에 한 요구가 격히 늘어나고 있다. 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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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술은 바람이나 진동, 손 떨림 등의 외부 환경으로 

인해 카메라가 흔들릴 때 선명하고 흔들림이 없는 상

을 얻을 수 있는 기술로서, 카메라의 차세  필수 기능

으로 각  받고 있다. 이러한 상 안정화 기법은 물체

의 추 (tracking), 항법(navigation), 그리고 디지털 비

디오카메라와 같은 동  상 분석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응용 분야와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이다. 한, 최근의 

자동차 기술은 연비, 친환경, 지능형 운 자 보조 시

스템(driver‘s assistance systems)에 그 을 두고 있

다. 상 안정화와 같은 처리 기술은 자동차의 자동 

주행, 차선 감지, 보행자  자동차의 탐색과 추 과 같

은 다양한 운 자 보조 시스템에 있어서 그 요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이동하는 차량

에 부착된 카메라로 입력되는 상에 한 상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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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 자 보조 시스템
[1]
에서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고 상된다.

상 안정화 기법은 학  상 안정화(optical 

image stabilization, OIS), 자  상 안정화

(electronic image stabilization, EIS), 디지털 상 안정

화(digital image stabilization, DIS) 방식으로 구분되어 

진다. DIS 방식은 다른 하드웨어  부품을 추가하지 않

고 일반 카메라로 획득한 상을 소 트웨어 으로 처

리하여 상 안정화를 실 하는 방식이다. 안정화 효과

의 측면에서는 다른 두 방식보다 못하다고 알려져 있지

만, DIS는 컴퓨터 성능의 향상과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

하여 다른 두 방식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 

DIS는 크게 역 움직임 벡터 추정(global motion 

estimation)단계와 움직임 보상(motion compensation) 

두 단계로 구분 될 수 있다. 역 움직임 벡터 추정은 

DIS 시스템에서 가장 요한 부분으로 상의 연속되

는 두 임 사이의 움직임을 찾는 단계이다. 역 움

직임 벡터 추정을 한 가장 표 인 방법에는 블록 

매칭 알고리즘(block matching algorithm, BMA)
[2]
이 

있다. 블록 매칭 알고리즘은 정확도가 높은 편이지만 

블록 사이즈에 따라 그 속도와 정확도가 일정하지 않

다. 일반 으로 블록 사이즈가 크게 되면 정확도는 좋

아지지만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블록 사이즈가 작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에 정확도는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상의 특성에 따라 블록의 사이즈를 하게 

조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비  인 정합법

(bit-plane matching, BPM)[3]은 움직임 추정의 정확성

은 그 로 유지하면서 이진 연산을 사용하여 수학  계

산량을 크게 임으로써 실시간 처리를 가능하게 하지

만 한 인을 선택하기 어렵고 알고리즘 실  방

식도 복잡하다는 단 이 있다. 로젝션 알고리즘

(projection algorithm, PA)[4]은 계산 속도가 빠르고 안

정 인 역 움직임 벡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을 갖

고 있지만 크기 변화(scaling), 회 (rotation)에 의한 움

직임을 추정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한, 표  정

합법(representative point matching, RPM)[5], 선택  

정합법(selective area matching, SAM)
[6]
, 에지 패턴 정

합법(edge pattern matching, EPM)[7]등이 연구되어 왔

지만 자동차와 같이 배경이 움직이는 상황에는 용이 

어렵거나 상 안정화 성능의 문제, 연산 속도의 하 

등의 단 이 있다. 그리고 움직임 보상을 한 방법으

로는 움직임 벡터 통합(motion vector integration, 

MVI)[8]과 임 포지션 스무딩(frame position 

smoothing, FPS)[9]이 있다. 

상 안정화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역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고, 역 움직임을 정확

하게 계산하기 해서는 신뢰도 있는 지역 움직임 벡터

의 계산이 필요하다. 상을 작은 상으로 세분하고 

각 역의 움직임 벡터를 찾을 경우 상의 분포에 따

라서 신뢰도가 높은 역과 낮은 역이 존재하게 된

다. 특히, 이동하는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에 입력되는 

상에는 자동차나 사람 등의 움직임과 같은 이동하는 

객체가 포함되어 있고 하늘이나 도로와 같이 역에 

한 정보를 거의 포함하고 있는 않은 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역을 상으로 지역 움직임을 계산하게 되면 

상 안정화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역

은 지역 움직임 추정에는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한, 

차량이 고속으로 이동하게 되면  인/아웃(zoom 

in/out)과 같은 움직임도 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 안정화 기술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상 안정화 기법을 이용하여 

와 같은 문제를 제거하고 이동 차량에서의 상 안정

화의 정확성을 최 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블록 매칭 알고리즘 기반의 영상 안정화

1. 영상에 존재하는 움직임

기존의 디지털 상 안정화 기법은 일반 으로 감시

(surveillance)와 같은 정 인 상황에서 사용되어 왔다. 

감시 카메라에 입력된 상은 배경 움직임은 고정되어 

있고 상 내에 움직이는 객체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

서 감시 카메라는 배경의 움직임은 고려하지 않고 상 

안정화를 실 하면 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와 같이 

이동 차량에서의 상 안정화는 자동차의 계속되는 움

직임으로 인한 배경의 변화(background motion), 상

내의 객체(사람, 자동차 등)의 움직임(object motion), 

카메라의 떨림(camera motion)과 같은 여러 가지 움직

임들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움직임은 

의도한 움직임(intentional motion)과 의도하지 않은 움

직임(unintentional motion)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의도한 

움직임에는 자동차의 이동으로 생기는 배경의 움직임 

있고 의도하지 않음 움직임에는 상내의 객체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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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에 존재하는 움직임

Fig. 1. Motion that exist in the images.

임, 카메라의 떨림이 있을 수 있다. 즉, 효과 인 상 

안정화를 구 하기 해서는 의 움직임들  객체의 

움직임, 배경의 움직임을 제외한 실제의 카메라의 떨림

으로 인한 상의 흔들림만을 보상 해주어야 하고, 그

림 1에서는 상에 존재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객체의 움직임을 제거하기 

하여 객체의 움직임이 존재하는 부블록(sub-block)은 

역 움직임 벡터 추정을 한 참조 블록에서 제거하

고, 배경의 움직임을 제거하기 해서는 평균 역 움

직임 벡터와 재 임의 역 움직임 벡터와의 차분

을 이용하 다. 이와 같은 상 안정화의 정확도에 문

제가 발생 할 수 있는 블록을 최 한 제거하여 상 안

정화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2. 영상 안정화를 위한 전체 흐름

본 논문에서는 입력된 비디오 상을 다수의 블록으

로 분할하여 지역 움직임 벡터를 추정한다. 하지만 분

할된 모든 블록을 상으로 지역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

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블록만을 지역 

움직임 추정을 한 참조 블록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는 앞 에서 설명한 카메라의 흔들림으로 인한 움직임

그림 2. 상 안정화를 한 부블록

Fig. 2. Sub-block for image stabilization.

을 제외한 다른 움직임을 제거해주고 상의 정보가 

은 블록을 제거해주는 효과를 갖는다. 상 안정화를 

해 먼  그림 2와 같이 상을 ×  크기의 부블록

으로 분할한다.

그 후 지역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블록을 선정한 후, 

선정된 블록만을 상으로 지역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

게 되고 지역 움직임 벡터의 추정은 블록 매칭 알고리

즘을 이용한다. 블록 매칭 알고리즘은 식 (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고 이는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d 

difference, MSD)를 나타낸다.

 
 












(1)

식 (1)에서 는 k번째 임, M과 N은 임의 x

축과 y축의 블록의 크기, i와 j는 움직임 벡터를 의미한

다. MSD가 최소값을 가질 때의 (i, j)가 지역 움직임 벡

터가 된다.

 블록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역 움직임 벡터

를 추정한 뒤, 그 평균값을 이용하여 역 움직임 벡터

를 추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게 추정된 역 움직임 

벡터에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한 배경의 움직임이 포

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재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추

출된 역 움직임 벡터는 순수하게 자동차에 부착된 카

메라의 흔들림에 의해서 발생된 움직임 뿐 아니라 자동

차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배경의 (zoom)효과 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의 움직임 까지도 

제거해 주어야 순수하게 카메라의 떨림으로 인한 움직

임 벡터를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순서 로 나타내면 최

 상을 입력받게 되면 첫 번째 임을 참조 

임으로, 두 번째 임을 재 임으로 하여 연산

을 시작하게 된다. 첫 번째 단계로 재 임의 부블

록  움직이는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 블록을 지역 움

직임 벡터 추정을 한 블록에서 제거해 으로써 움직

이는 객체가 존재하는 블록을 제거해주게 된다. 첫 단

계가 완료되면 다시 상의 정보가 은 블록을 참조 

블록에서 제거함으로써 움직임 벡터 추정의 정확도를 

높여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로 이  두 단계 후에 참

조 블록으로 선정된 블록을 이용하여 역 움직임 벡터

를 추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게 추정된 역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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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체 흐름도

Fig. 3. The workflow of the proposed algorithm.

벡터에는 아직 자동차의 이동으로 발생한 배경의 움직

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움직임을 제거해주어야 상 

내에 존재하는 모든 움직임을 제거한 최종 인 카메라

의 떨림으로 발생한 움직임만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최종 으로 평균 역 움직임 벡터와 재 

임과의 역 움직임 벡터와의 차이를 이용하여 배경의 

움직임을 제거함으로써 최종 으로 카메라의 떨림으로 

인한 움직임만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체 흐름을 나타내었다.

Ⅲ. 신뢰성 있는 영역과 배경의 움직임 추정

1. 객체의 움직임이 존재하는 영역 제거

이동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로 입력되는 상에 포함

되는 움직임  하나로 주변의 자동차나 사람과 같은 

객체들의 움직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포함된 지역은 

지역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데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

는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제

그림 4. 이동하는 객체가 포함된 블록

Fig. 4. The block that contains moving object.

외한 나머지 지역을 이용해야 지역 움직임 벡터의 정확

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블록들은 그림 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제거하기 하여 참

조 임의 해당 역과 재 임의 해당 역 사

이의 차이를 이용한다. 참조 임의 해당 역의 모

든 픽셀 값의 합에서 재 임의 해당 역의 모든 

픽셀 값의 차이를 구하게 되고, 이 차이가 특정 임계값

(threshold) 이상이 되면 해당 블록은 이동하는 객체가 

포함된 블록이라 단하고 지역 움직임 벡터를 계산하

기 한 역에서 제거해 주고, 식(2)에서 이를 나타내

었다.



















 
 









  











 
 









 ≥ 

(2)

식 (2)에서 M, N은 각각 해당 블록의 사이즈, 

 은 k번째 임의 m, n번 좌표의 픽셀 값, 

는 실험  미리 정해진 임계값을 의미한다. 식 (2)

를 보게 되면 해당 블록의 연산 결과가 임계값 보다 작

게 되면 이는 블록 내부에 이동하는 객체가 없다가 

단하여 참조 블록으로 지정하고, 만약 연산 결과가 임

계값 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는 블록 내부에 이동하는 

객체가 존재한다고 단하여 해당 블록은 참조 블록에

서 제거하게 된다.

2. 영상의 정보가 적은 영역 제거

신뢰성 있는 상 흔들림 보상을 해서는 입력된 

상에 존재하는 움직이는 객체가 존재하는 블록 뿐 아니

라 상의 정보가 은 블록 한 참조 블록에서 제거

해  필요가 있다. 상의 정보가 은 표 인 지역

에는 하늘과 도로가 있다. 이러한 지역은 지역 내의 패

턴이 일정하고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흔들림 보상

에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림 5에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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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의 정보가 은 블록

Fig. 5. The block that contains little information.

이 상의 정보가 은 블록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을 제거하기 해서 역내의 윤

곽선(edge)의 도를 이용한다. 하늘과 도로와 같은 

역 내부에는 별다른 객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윤곽

선의 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게 되고, 이외의 역

은 상내의 윤곽선의 도가 하늘이나 도로가 포함된 

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캐니 연산자(Canny operator)를 사용하여 참조 

역의 윤곽선 정보를 얻고, 윤곽선의 도가 특정 임계

값 보다 낮게 되면 해당 지역은 하늘이나 도로와 같은 

역으로 단하여 심 역에서 제거하고 윤곽선의 

도가 특정 임계값 보다 높은 경우에만 지역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기 한 블록으로 사용한다. 이를 하여 

먼  캐니 연산자를 이용하여 해당 역의 윤곽선 정보

를 얻고 이를 이진화를 한다. 이진화 후의 픽셀 값이 1

(윤곽선)인 픽셀 개수의 합을 구하여 이를 사 에 정의

된 임계값과 비교를 하게 된다.










  

 


  

  

   


  

 


  

  

  ≤ 

(3)

식(3)에서 M, N은 각각 해당 블록의 사이즈, 

 는 이진화 된 k번째 임의 m, n번 좌표의 

픽셀 값, 는 실험  미리 정해진 임계값을 의미한

다. 식(3)과 같이 이진화 된 블록의 픽셀 값들을 시

켜 그 값이 사 에 정의된 임계값 보다 크면 해당 블록

은 지역 움직임 벡터를 얻기 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

고 있다고 단하여 지역 움직임 벡터 계산을 한 참

조 블록에 포함하고, 만약 연산 결과가 임계값 보다 작

게 되면 해당 블록은 참조 블록에서 제거 되게 된다.

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 으로 지역 움직임 벡

터를 추정하기 한 역들이 선정되게 되고 이 블록만

을 이용하여 지역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게 된다. 그림 

6에서는 상의 정보가 은 역으로 단되지 않고 

지역 움직임 벡터 추정을 한 참조 블록으로 사용되는 

그림 6. 블록 매칭 알고리즘을 한 참조 블록

Fig. 6. Reference block for block matching algorithm.

블록의 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함

에 따라 흔들림 보상 성능의 향상 뿐 만 아니라 시스템

의 속도 한 증가 시킬 수 있다.

3. 자동차의 이동에 따른 배경의 움직임 추정

앞에서 설명한 상에 존재하는 움직임  객체의 움

직임이 존재하는 블록은 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참

조 블록에서 제거되게 된다. 따라서 추정된 지역 움직

임 벡터에는 객체의 움직임을 제외한 움직임(카메라의 

떨림+배경의 움직임)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동하는 차

량에 부착된 카메라에 의해 취득된 상은 일반 으로 

그림 7과 같은 움직임들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제거해야만 순수하게 카

메라의 떨림에 의한 흔들림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산된 지역 움직임 벡터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역 움

직임 벡터를 추정하게 되면 그 추정치에는 순수한 카메

라에 의한 떨림 뿐 아니라 자동차의 움직임으로 인한 

배경의 움직임으로 인한 움직임 한 포함되게 된다. 

이를 제거하기 하여 평균 역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

게 된다.

 

     (4)

먼  식(4)를 이용하여 추정된 지역 움직임 벡터 

의 평균으로 역 움직임 벡터를 추정 하게 된

다. 여기에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따른 배경의 이동과 

그림 7. 이동하는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상의 움직임 벡터

Fig. 7. Motion vector of the obtained video from a 

attached camera at the moving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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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도한 움직임(intentional motion vector, IMV)과 

카메라의 떨림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

(unintentional motion vector, UMV)이 동시에 포함되

어 있다. 

일반 으로 자동차에 장착된 카메라로 획득되는 

상은 자동차의 움직임으로 인해 배경이 항상 바 게 되

고, 그에 따라 블록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역 움

직임 벡터를 추정할 경우 지역 움직임 벡터에는 배경의 

움직임으로 인한 움직임의 변화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흔들림 보상을 해주어야 할 움

직임이 아닌 의도된 움직임일 뿐이다. 카메라 떨림으로 

인한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배경의 움직

임으로 인한 움직임 벡터는 항상 존재하게 되고, 이 값

은 일반 으로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에, 의도된 움직임은 식(5)와 같이 여러 임의 역 

움직임 벡터의 평균으로 근사화 할 수 있다. 

  
 
 

  

 (5)

카메라의 떨림으로 인하여 작스런 움직임이 발생

하게 되면 움직임 벡터 한 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재 임의 역 움직임 벡터와 IVM과의 차이를 구

하게 되면 배경의 움직임으로 인한 움직임이 아닌 순수

한 카메라의 떨림으로 인한 움직임 벡터를 계산할 수 

있고, 이 움직임 벡터가 최종 으로 보상해야 할 역 

움직임 벡터(compensable global motion vector, 

CGMV)가 되고 이를 식(6)에서 나타내었다.

     (6)

다시 말해 카메라의 떨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 역 움직임 벡터는 일정한 값을 유지할 것이다. 이

런 일정한 역 움직임 벡터는 식(6)의 연산에 의해 그 

결과 값이 결국 0이 되어 상 보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역 움직임 벡터 연산의 오류가 아닌 배경의 움

직임과 같은 의도한 움직임은 보상하지 않는 올바른 방

법이다. 하지만 카메라의 떨림이 발생 하 을 경우는 

재 임에서의 역 움직임 벡터는 평균 역 움직

임 벡터보다 커지게 될 것이고, 재 임의 역 움

직임 벡터와 평균 역 움직임 벡터와의 차를 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배경의 움직임을 제거한 재 임

에서의 카메라의 떨림으로 인한 순수한 움직임일 것이

다. 따라서 의 방법을 모두 거친 후 최종 역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흔들림 보상을 하게 될 경우 객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움직임, 배경의 움직임으로 인한 움직

임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상의 정보가 게 포함된 

역 한 제거 되어 흔들림 보상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Ⅳ. 실  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성능 평가를 하

여 승합차 방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  크기

의 실제 도로 상을 당 30 임으로 획득하여 실험

을 수행하 다. 상 획득은 자동차의 주행 시간  가

장 많은 시간을 포함하고 일반 인 환경인 일반국도, 

고속도로에서 이루어 졌다. 한, 성능 평가를 하여 

카메라의 흔들림이 자주 발생한 특정 구간에서 실험을 

진행하 다. 기존 흔들림 보상의 성능 평가 척도로 사

용되던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은 흔들림 보

상 후 비교를 해야 할 원래 상의 배경이 계속 바 기 

때문에 객 인 성능 평가를 해 사용될 수 없다고 

단하여 성능 평가는 흔들림 보상 후의 기존 알고리즘

과의 평균 역 움직임 벡터의 차이와  구간에서 발

생한 최  역 움직임 벡터 오차를 이용하 다.

(a) 수평방향 역 움직임 벡터

(a) Horizontal global motion vector

(b) 수평방향 역 움직임 벡터

(b) Vertical global motion vector

그림 8. 일반국도 상의 상 보상 후 역 움직임 벡

터의 변화-Chen[10]과의 비교

Fig. 8. The changes in the global motion vector after  

compensation of the general national road 

video-comparison with Che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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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평방향 역 움직임 벡터

(a) Horizontal global motion vector

(b) 수평방향 역 움직임 벡터

(b) Vertical global motion vector

그림 9. 일반국도 상의 상 보상 후 역 움직임 벡

터의 변화-Zhang[11]과의 비교

Fig. 9. The changes in the global motion vector after 

compensation of the general national road 

video-comparison with Zhang[11].

 (a) 수평방향 역 움직임 벡터

(a) Horizontal global motion vector

(b) 수직방향 역 움직임 벡터

(b) Vertical global motion vector

그림 10. 고속도로 상의 상 보상 후 역 움직임 벡

터의 변화-Chen[10]과의 비교

Fig. 10. The changes in the global motion vector after 

compensation of the highway video-comparison 

with Chen[10]

본 알고리즘의 정확한 성능 단을 하여 기존의 알

고리즘과 성능 비교를 하 다. 그림 8, 9는 일반국도 

상에 한 실험 결과, 그림 10, 11은 고속도로에 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모든 그래 에서의 실선은 본 

논문의 알고리즘을 용한 후의 역 움직임 벡터의 변

화, 그림 8, 10의 선은 Chen[10]의 알고리즘을 용한 

구   분 방향
제안하는

방법

Chen의 

방법
[10]

Zhang의

방법
[11]

평균 역

움직임 벡터

수평 1.3 4.4 5.7

수직 0.8 4.3 4.9

최  오차
수평 9 -21 -32

수직 10 -26 32

표 1. 일반국도 상의 실험 결과

Table 1. Result of the general national road video.

(a) 수평방향 역 움직임 벡터

             (a) Horizontal global motion vector

(b) 수직방향 역 움직임 벡터

(b) Vertical global motion vector

그림 11. 고속도로 상의 상 보상 후 역 움직임 벡

터의 변화-Zhang[11]과의 비교

Fig. 11. The changes in the global motion vector after 

compensation of the highway video-comparison 

with Zhang[11].

후의 역 움직임 벡터의 변화, 그림 9, 11의 선은 

Zhang[11]의 알고리즘을 용한 후의 역 움직임 벡터

의 변화 모습을 나타낸다.

표 1에서는 실험 후의 평균 역 움직임 벡터와 흔들

림 보상 후 최 로 발생하는 움직임 벡터를 나타내었

다. 

일반국도 상과 같이 복잡하고 차량의 이동이 많이 

포함된 상은 흔들림 보상의 성능 차이가 큰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1과 같이 평균 인 역 움직

임 벡터의 값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최  오차가 

값은 매우 크게 나타나 상 체 으로 보상의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고속도로 상은 비교  일반국도에 비해 상이 복

잡하지 않고 객체들이 움직임이 존재하는 블록이 기 

때문에 일반국도 상보다 결과가 체 으로 좋은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국도의 결과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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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방향
제안하는 

방법

Chen의 

방법
[10]

Zhang의

방법
[11]

평균 역 

움직임 벡터

수평 0.5 2.4 3.0

수직 0.7 3.9 4.5

최  오차
수평 -6 -20 14

수직 -8 -28 -27

표 2. 고속도로 상의 실험 결과

Table 2. Result of the highway video.

(a) 참조 임   (b) 재 임    (c)결과이미지

(a) Reference frame  (b) Current frame  (c) Result frame

그림 12. 상 보상 결과

Fig. 12. Image compensation result

지로 평균 역 움직임 벡터는 작게 나타나지만, 기존

의 알고리즘의 최  오차는 크게 나타나 흔들림 보상 

후에도 흔들림이 크게 존재하는 구간이 존재하여 체

인 상 안정화가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Chen의 방법은 임의의 치에 고정된 9개의 블록을 

이용하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기 때문에 해당 블록이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데 합하지 않은 블록인 경우 

흔들림 보상의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수 있다. 한, 자

동차에 이동에 의한 배경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오차도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Zhang

의 방법은 상의 심 블록은 자동차의 이동에 의한 

획득된 상의 배경의 움직임이 가장 다고 단하여 

심 블록만을 이용하여 움직임 벡터를 추정했다. 따라

서, 상의 심 블록에 차선 변경과 같은 객체의 움직

임이 존재할 경우에는 흔들림 보상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게 된다.

표 2는 실험 후의 평균 역 움직임 벡터와 흔들림 

보상 후 최 로 발생하는 움직임 벡터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그림 12에서 상 보상이 이루어진 

임을 볼 수 있다.

상의 앙의 버스를 보게 되면 카메라의 떨림으로 

인하여 재 임에서 버스의 치가 격하게 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흔들림 보상 후의 상을 

보게 되면 참조 상과 비교하여 상이 체 으로 흔

들림이 없이 보상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한, 우측 상

단의 이정표를 보더라도 흔들림 보상이 정확히 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 안정화 기법에서 가장 리 사용

되는 블록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 보상을 수행

하 다. 자동차 내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획득된 

상은 차량의 이동에 따른 배경의 변화, 상내의 객체

들의 움직임, 자동차 차체의 진동에 의한 떨림과 같은 

다양한 움직임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 인 블록 

매칭 알고리즘만 사용하게 되면 카메라의 진동으로 인

한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 벡터만 추정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의 진동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움직

임 벡터만을 추정하기 하여 해당 이미지를 일정 크기

의 부블록(sub-block)으로 나 고 참조 상과의 차이, 

에지(edge) 도를 이용하여 블록 매칭 알고리즘 연산

을 수행 할 블록을 응 으로 선정하 다. 한, 차량

의 이동으로 인한 배경의 움직임도 평균 지역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제거하 다. 

실험 결과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평균 역 움직임 

벡터가 약 5픽셀 가량 좋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최  역 움직임 벡터 오차는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블록 매칭 알고리즘 용 시 탐색 구간 크기

만큼의 상이 축소되는 단 이 있기 때문에 추후 

panoramic image compensation기법 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상 사이즈를 이지 않는 보상 기법을 필요

로 한다. 한 블록 매칭 알고리즘은 회 (rotation)과 

같은 움직임이 존재하는 상황에는 용할 수 없기 때문

에 좌표계 변환, Circular Block Matching, Inverse 

Triangle Method과 같은 회 성 흔들림에 용되는 알

고리즘과 혼합하여 모든 흔들림에 다 용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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