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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노라마 상은 여러 시 에서 촬 한 상들을 응 들의 정합을 통해 합성하여 얻은 단일 상을 
말한다. 기존의 노라마 상 생성 방법들은 응 들을 구할 때 각 상에서 지역  불변 특징 을 추출
하여 서술자를 생성하고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동 상의 경우, 임 수가 많아 기존의 방법으로 
노라마 상을 생성하는 것이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불필요한 계산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 상을 입
력 받아 구면 노라마 상을 효과 으로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동 상의 임 간의 변화가 지역
으로 크지 않으며 연속 이라는 제 조건으로 반복성  계산속도가 높은 FAS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징 들을 추출하고, Lucas-Kanade 알고리즘을 통해 각 특징 들을 추 하여 그 주변에서 응 을 찾
는다. 모든 상에 해서 호모그래피를 계산하면 가운데 상을 심으로 호모그래피를 변경하고 상을 
와핑하여 평면 노라마 상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구면 좌표계 역변환식을 통해 구면 노라마 상을 
변환하여 얻는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들보다 노라마 상을 빠르고 효과 으로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 다.

■ 중심어 :∣파노라마∣구면 좌표계∣루카스-카나데∣특징점 추적∣호모그래피∣ 
Abstract

Panorama image is a single image obtained by combining images taken at several viewpoints 
through matching of corresponding points. Existing panoramic image generation methods that 
find the corresponding points are extracting local invariant feature points in each image to create 
descriptors and using descriptor matching algorithm. In the case of video sequence, frames may 
be a lot, so therefore it may costs significant amount of time to generate a panoramic image 
by the existing method and it may has done unnecessary calcul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quickly create a single panoramic image from a video sequence. By assuming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s between frames of the video such as in locally, we use the FAST 
algorithm that has good repeatability and high-speed calculation to extract feature points and 
the Lucas-Kanade algorithm as each feature point to track for find the corresponding points in 
surrounding neighborhood instead of existing descriptor matching algorithms. When 
homographies are calculated for all images, homography is changed around the center image of 
video sequence to warp images and obtain a planar panoramic image. Finally, the spherical 
panoramic image is obtained by performing inverse transformation of the spherical coordinate 
system. The proposed method was confirmed through the experiments generating panorama 
image efficiently and more faster than the exis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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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노라마 상 생성 혹은 이미지 스티칭이라고 하는 

기법은 상당한 계산과 처리를 필요로 하는 복잡도가 매

우 큰 목이다. 최근에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노라

마 상 기술이 내부 으로 는 애 리 이션으로도 

생기면서 손쉽게 원하는 노라마 상을 을 수 있게 

되었지만 비용 카메라  휴 폰으로 다양한 환경에

서 상을 어 노라마 상을 생성하기가 어려우며 

제약조건 때문에 합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노라

마 상과 련된 연구가 많지만[1-5], 신속하고 정확

한 노라마를 생성하는 방법들이 계속 개선되어야 한다.

노라마 상 생성 기법에 있어서 특징-기반

(Feature-based) 방법[6]과 픽셀-기반(Pixel-based) 방

법[7]이 가장 표 이고, 먼  양 으로 비교하면, 픽

셀-기반 혹은 direct[7]라 하는 방법은 두 상의 모든 

픽셀을 고려하고 변환 행렬의 최 의 매개 변수들을 얻

을 때까지 반복 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량은 물론 

시간  소비가 매우 큰 편이다. 반면에, 특징-기반 방법

은 코  들 즉, 주요 특징 들을 검출하여 얻은 정보

를 활용하기 때문에 픽셀-기반 방법 보다는 신속한 결

과를 보여 다. 질  혹은 결과 으로 봤을 때 픽셀-기

반의 방법은 세 한 정합을 통해 만족스러운 최 의 해

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 상과 같은 연속 임들이 

수백 는 수천 개나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특징-기반 

방법이 계산 시간을 여주며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게 

할 수 있다. 여러 변화에 강건한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8],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9]와 같은 특징 추출  서술자(Descriptor) 생

성 알고리즘들이 나옴으로써 표 인 노라마 상 

생성 기법들은 부분 특징 추출에 기반하게 되었다.

노라마 상의 반 인 기술 소개와 방법들을 설

명하는 R. Szeliski의 튜토리얼 논문[1]이 있다. 정

(Static) 노라마 상의 경우, 표 으로 M. Brown

과 D. Lowe가 제안한 여러 시 에서 촬 한 상들의 

불변 특징을 이용한 복합 인 방법[5]이 있고, 동 상으

로부터 정  노라마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Y. Li 등이 

발표한 MPEG 동 상에서 노라마 상 생성하는 기

법[3]이 있으며, D. Steedly 등은 동 상에서 키(key) 

임들을 선정하여 먼  서로 매칭하고, 후에 각각 주

변 임들과 매칭시켜 합성하는 방법[4]을 제안하

다. 모션이 있는 동 (Dynamic) 노라마 상의 경우, 

A. Bartoli 등이 특징  픽셀-기반 방법을 혼합으로 사

용하여 동 상에서 동  이어(Dynamic layer)를 추

출하여 움직임이 있는 노라마를 생성하는 기법[2]을 

제안한 바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단일 상보다 연속 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많다. 동 상의 임 간의 응 

계를 통하여 동작 인식, 물체 추 , 깊이 정보 추출, 

3차원 구조 재구성 등 여러 기술을 다룰 수 있다. 이러

한 기술들은 상의 응 계를 각각 다른 으로 

보고 개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본 으로 

매우 유사한 계산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동 상에서 

동작 인식, 물체 추 할 때 흔히 사용되는 류 추정 알

고리즘 한 노라마 상 생성 기술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 상을 입력 받고 Lucas-Kanade 

알고리즘[11]을 통해 임 상에서 검출한 특징 을 

추 하여 응 들을 찾아 상 매칭에 사용하고 구면 

노라마 단일 상을 효과 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안하는 방법의 흐름도

부분의 알고리즘은 속도는 느려도 좋은 성능을 갖

거나 성능은 조  떨어져도 속도 면에서 뛰어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속하면서 정확한 노라마 

상을 합성해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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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2장 본론에서 FAST(Features from 

Accelerated Segment Test) 코  특징  검출기[10]  

Lucas-Kanade 추  알고리즘을 통한 상 매칭 방법

과 호모그래피(Homography)를 이용한 구면(Spherical) 

노라마 생성 방법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비교와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4장에서는 결

론을 짓는다. 

II. 본론

1. Lucas-Kanade와 FAST를 이용한 빠른 영상 
매칭

기존의 노라마 상 생성 방법들은 상 간의 응

계를 찾기 해서 서술자 매칭 알고리즘 FANN(Fast 

Approximate Nearest Neighbor Search)[14]과 Brute 

Force[15] 알고리즘을 표 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 

상의 특징 은 개, 비교할 상의 특징  개수를 

개라고 할 때 매칭 알고리즘들의 시간 복잡도가 평균

으로 이며, 최악의 경우 와 같이 된

다. 따라서 하나의 특징 의 응 을 찾기 해서 다

른 들과 일일이 비교해야 되므로 매칭 속도는 추출된 

특징  개수에 향을 받는다.

연속 동 상의 경우 이러한 계산  소비를 이기 

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류를 효과 으로 계산하

는 방법  하나인 Bruce D. Lucas와 Takeo Kanade가 

제안한 Lucas-Kanade 알고리즘[11]을 이용하여 특징

의 응 을 다음 임에서 각각 구하는 방식을 제

안하 다.

류(Optical Flow)는 움직임 속도의 분포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상 내에서 물체의 이동이나 카메라 

움직임에 의해 각 픽셀은 밝기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추정하여 얻은 이동을 류, 각 축에 해당되는 이

동량을 속도 벡터라고 한다. Lucas-Kanade 알고리즘

은 임의의 의 류, 즉 속도(이동) 벡터를 계산할 때 

 ×    크기의 마스크를 워 그 마스

크 내에서 모든 픽셀을 만족시키는 속도 벡터를 찾는

다.

Lucas-Kanade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수식 (1)로 

유도된다.

  
   




   

 

     
  

(1)

기존의 방법으로 특징 들을 매칭할 때, SURF와 

SIFT 알고리즘은 추출된 특징 들에 해서 주변 픽셀

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서술자를 생성해야 정확한 정합

을 할 수 있었듯이 Lucas-Kanade 알고리즘에서는 특

징 의 정확한 응 을 구하기 해서 주변 픽셀들을 

고려하여 추 한다. 특징  에서 속도 벡터를 구하는 

문제는 다음 수식 (2)에서 정의되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속도 벡터 
를 구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2)

여기서,  는 특징  에서  축으로의 공

간 미분 값이고,  는 시간 미분 값을 나타낸다. 

Lucas-Kanade 알고리즘에서는 상을 피라미드 구조

로 표 하여 정확한 속도 벡터를 구할 수 있다[12].

속도벡터   
를 구한 것은 다음   시 에

서 특징 을 추 한 정보가 되므로 수식 (3)과 같이 이 

두 개의 은 서로 응된다. 

    
 ≤ ≤            (3)

  시 의 상에서 개의 특징 이 있고   시

에서 모두 응 이 있다고 가정할 때, Lucas-Kanade 

알고리즘을 통해 개의 속도벡터  
 , 즉 

개의 응 의 좌표 값을 구한 것이 된다. 수식 (3)으

로   시 의 임에서 추출한 각 특징 의 좌표 

값에 해당 속도벡터 를 더해주면   시 에서의 특징

의 이동 치, 즉 응 의 좌표 값이 나온다. 이때 

시간 복잡도는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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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ucas-Kanade를 이용한 특징점 추적 결과
        (a) 첫 프레임에서 FAST 알고리즘으로 추출된

특징점들 표시, (b) 5번째 프레임까지 반복적으로
추적된 특징점들 표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임마다 코 을 검

출하지 않고 임계값 를 설정하여 Lucas-Kanade로 

추 한 특징  개수가 임계값 보다 작아졌을 경우에

만 다음 임에서 다시 특징 을 새롭게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임계값 를 특징  개수의 반으로 하여 

   설정하 다. 기존의 여러 방법[2-5]과는 달

리 특징 의 응 을 찾을 때 모든 상에서 특징 을 

추출하고 특징 들을 서로 비교하지 않고 그 주변에서 

연속 으로 추 하여 찾으므로 불필요한 연산을 피해 

빠른 시간에 효과 으로 응 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특징  추출 알고리즘 선택에서 SIFT는 회 , 스

일, 밝기 변화에 강건하고, SURF는 SIFT만큼 강건하

면서도 스 일 공간에서 Fast Hessian Matrix 추출 방

법을 사용하므로 수행속도가 SIFT보다 더 빠르다[9]. 

SURF와 SIFT 알고리즘들은 검출한 특징 마다 32, 64 

혹은 128차원의 특징을 갖는 서술자(Descriptor)를 생

성하는 지역  불변 특징  검출기이므로 비교할 상

이 큰 변화를 갖더라도 정확한 매칭 수행할 수 있지만 

다소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시간성 복잡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연속 동 상의 경우 임

간의 변화(회 , 스 일, 밝기)가 크지 않다는 제 조

건으로 지역  불변 특징 추출 알고리즘들을 신하여 

계산량이 고 빠른 코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징을 추출해도 무방하다.

본 논문에서 선택한 코  검출기 FAST는 특징

을 많이 검출하면서 수행시간이 아주 빠르고 다양한 

상 변화에도 반복 으로 검출되는 반복성

(repeatability) 즉 정확도가 뛰어난 알고리즘으로 알려

져 있다[10].

[그림 2]에서 (a)는 동 상의 첫 임에서 FAST 

코  검출기로 추출한 특징 들을 표시한 결과이며, 

(b)는 5번째 임까지 총 5번 반복 으로 추 된 

응 들을 한 장에서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인  

임에서 각 응 들이 처음 추출된 특징 의 주변에서 

반복 으로 추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영상보정을 위한 호모그래피 추정 및 와핑
인  임간의 속도 벡터를 구한 것은 다음 임

에서 각 특징 의 이동된 좌표를 즉, 응 을 찾았다

는 것이다. 특징-기반 방법에서는 두 상의 변환 계

를 구할 때 응 들의 거리오차를 최소화하는 최 의 

변환행렬을 찾는 문제로 삼는다. 노라마 상 종류에 

따라 변환방식이 다르며, 원통(Cylindrical)  구면

(Spherical) 노라마 상은 순수 이동(Pure 

translation, 2-parameter)으로, 평면(Planar) 노라마

는 일반 으로 아핀(Affine, 6-parameter) 는 원근

(Perspective, 8-parameter) 변환 행렬을 사용한다[1]. 

기존의 구면 노라마 상은 스 일, 회 , 원근 변화

를 무시하고 모든 상을 같은 거리에서 본다는 가정 

하에 자유도가 2인 이동 변환만으로 합성하기 때문에 

메모리 할당은 작고 계산 시간도 짧지만 제약조건을 벗

어난 경우에 상간의 응  밝기값 오차는 상당히 커

진다. 정확한 노라마 상을 생성하기 해서 후자인 

원근 투  행렬 호모그래피(Homography)를 사용해야 

한다. 수식 (4)과 같이 호모그래피로 상의 좌표를 변

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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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운데의 영상을 중심으로 변경된 호모그래피들로 합성된 평면 파노라마 영상

     ′∼










  
  
  













                (4)

여기서,   는 비교 상, 즉 변환하고자 하는 

상 임의 좌표, ′  ′′는 상 상과 동

일좌표를 갖는 변경된 좌표이며,  는 호

모그래피 매개변수들이다. 수식 (4)을 ′′에 해서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이 된다. 

    ′ 


                     (5)

    ′ 


                     (6)

  
호모그래피를 추정할 때 표 으로 RANSAC[13] 

알고리즘을 함께 사용한다. RANSAC 알고리즘은 임의

의 응  4 을 선택해 변환 행렬을 구하고 일치하는 

응 들, 즉 inlier 정보를 반복 으로 얻고 그 에서 

inlier의 개수가 최 가 되는 호모그래피를 최 의 변환

행렬로 선택하게 된다.

모든 상에 해서 호모그래피를 계산한 뒤, 단일 

상으로 합성하여 표 하기 해서 표 임 

을 선택해 그 상을 심으로 호모그래피를 행렬곱 연

산을 통해 서로 연 성을 갖게 해 다.

   
     

 
            (7)

 수식 (7)에서 볼 수 있듯이 표 임 를 선

정한 후 가장 가까이 있는 호모그래피부터 연속 으로 

행렬곱 연산을 한다. 먼  번째 호모그래피부터 

시작해 내림차순으로 
  행렬곱 연산을 다 하

고, 그 뒤 번째 호모그래피부터 오름차순으로 

  행렬곱 연산을 한다. 이 게 변경된 호모그래

피들을 통해 각 상의 모든 좌표에 해서 수식 (5)와 

수식 (6)의 변환을 수행했을 때 모든 상이 하나의 

노라마 상으로 표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 

임 를 모든 상 임의 가운데 상으로 하

여 이에 맞게 모든 호모그래피들을 변경하여 상을 와

핑하고 [그림 3]과 같은 평면 노라마 상을 얻었다.

[그림 3]의 실험 상의 경우, 상의 가운데 부분이 

멀리 있는 듯 작아 보이고 양 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커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호모그패리 변환이 사

용자에 의한 손 흔들림이나 이동(Translation) 외의 변

화에도 강건한 결과를 제공해 을 알 수 있다. 호모그

래피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서 그 정보를 이

용해 구면 노라마로 변환시키면 기존의 방법으로 생

성된 구면 노라마 상보다 밝기 오차가 고 여러 

변화에도 정확히 매칭된 노라마 상을 얻을 수 있

다. 

3. 개선된 구면 파노라마 영상 생성
기존의 원통  구면 노라마 상을 생성하는 방법

에는 제 조건이 있는데, 카메라가 동일한 높이에서 

좌우로 상을 어야만 하며 거리   값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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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구면 영상변환 (a)입력 영상( ) (b)직교에서 구면 좌표계로 변환 (c)구면에서 직교 좌표계로 변환  

한다. 거리   값이 주어졌을 때 일반 으로 2차원 

공간상 상의 모든    의 좌표를 3차원 공간

상의     으로 보고 직교(Cartesain) 좌표계

에서 구면 좌표계로 수식 (8)과 같이 변환한다. 

′  
′  

                   (8)

여기서 는 거리, 는 scaling factor 값인데 보통 

와 같은 값을 갖는다. 구면 좌표계로 변환된 ′′   
값을 다시 수식 (9)과 같이 직교 좌표계 ″ ″ 로 역

변환하여 구면 상을 얻는다. 

″ ′
″  ′′ 

            (9)

[그림 4]의 (a)와 같은 상을 거리   으로 

가정하여 수식 (8)로 변환시키면 직교 좌표계의 상을 

구면 좌표계상에서 보는 것이 되므로 [그림 4]의 (b)와 

같이 상의 양  부분은 커지고 더 가까워져 보이게 

된다. 수식(9)로 역변환을 시키면 구면 좌표계상에서 

보던 상을 다시 직교 좌표계로 가져오는 것이 되며 

[그림 4]의 (c)와 같이 된다. 이때 모든 수평선들은 곡선

을 이루게 된다. 

일반 인 구면 노마라 상 생성 방법은 이와 같이 

먼  모든 상에 해서 구면 상 변환을 수행하고 

 축으로의 이동  두 개의 매개변수만으로 매

칭을 하여 합성한다. 이때 사용자는 고정된 높이의 카

메라를 통해 어떠한 회 이나 스 일 변화 없이 좌우상

하 이동만으로 상을 어야 한다. 이동 외의 회   

스 일 변화가 생기면 상 매칭이 어려워지고 정보 손

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사용자가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으면 회 이나 스 일의 변화를 안주고  축

으로만 돌려 촬 한다는 보장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변

화에 강건한 구면 노라마 상 생성하는 방법 즉, 어

떤 카메라든 상 없이 동 상을 촬 한 후 손 흔들림으

로 인한 회 , 스 일의 변화가 있더라도 효과 으로 

구면 노라마 단일 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  모든 임에 해서 상을 호모그래피로 변

환한 후, [그림 3]과 같은 단일 상을 얻었을 때 수식 

(9)의 구면 좌표계 역변환을 한번만 수행하여 구면 

노라마 상을 얻는 방법을 제안한다. 평면 노마라 

상은 자유도가 8인 호모그래피로 합성되기 때문에 

이동, 회 , 스 일, 원근 변화에서도 최 의 변환을 수

행할 수 있어서 기존의 원통  구면 노라마 상에 

비해 정보 손실이 작은 편이다. 기존의 구면 노라마 

상 생성 방법과 달리 각 상에 해서 먼  구면 

상 변환을 하지 않고 호모그래피를 통해 평면 노라마 

상을 얻은 후에 거리 정보를 이용해 구면 좌표계 

역변환 수식 (9)로 한번 변환시켜 원하는 구면 노라

마 상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수식 (9)의 구면 

좌표계 역변환만을 하는 것은 일반 상과 다르게 평면 

노라마 상에 구면 좌표계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원

근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의 거리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호모

그래피 행렬 매개변수들을 이용해 이를 계산할 수 있

다. 각 호모그래피는 수식 (10)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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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여기서 은 두 상에 한 거리와 심  매

개변수를 갖는 카메라 내부(intrinsic)행렬, 는 회  

매개변수들을 갖는 외부(extrinsic)행렬이며 간단한 연

산을 통해 거리  을 쉽게 구할 수 있다[1]. 추

정된 두 개의 거리  의 기하학  평균을 최종 

거리 로 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호모그래피

에서 거리를 각각 계산하고 간(Median)값을 최

종 으로 선택하 다.

III. 실험결과 및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Intel Core i5-3470 

3.20GHz CPU, 8GB RAM 사양의 컴퓨터로 Microsoft 

Visual Studio 2013과 OpenCV 2.4.11 라이 러리 환경

에서 실험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동 상은 iPhone 

5s 스마트폰 카메라의 ×의 해상도 로 

실외 환경에서 촬 한 것이며, 각각 다른 치에서 촬

한 216, 275, 168개의 임 상들로 이루어진 동

상들이다.

알고리즘
특징 추출 
시간 [ms.]

서술자 생성 
시간 [ms.]

특징  
개수[unit]

SIFT 396 678 5786
SURF 97 183 3385

Shi-Tomasi 26 - 1417
Harris 26 - 474
FAST 1.8 - 3650

표 1.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 수행 비교

[표 1]에서 지역  불변 특징 검출기 SIFT, SURF 알

고리즘과 Lucas-Kanade 알고리즘과 함께 흔히 사용되

는 Shi-Tomasi와 Harris 코  검출기, 그리고 FAST 

검출기 등 총 5개의 알고리즘의 평균 수행시간  추출

한 특징  개수를 비교하고 있으며, SIFT, SURF 알고

리즘의 경우 특징 마다 서술자를 생성하므로 서술자 

생성 시간 부분에 계산시간이 추가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특징  추  단계의 실

험은 Lucas-Kanade 방법으로 다음 임에서 ×  

크기의 마스크를 워 최  3 벨의 피라미드를 생성

하여 응 을 추 하 다.

알고리즘 상 매칭
호모그래피 
추정

총

SIFT+FLANN 201 8.1 209
SIFT+BF 510 3.6 514

SURF+FLANN 57 2.4 59
SURF+BF 61 3.8 64
FAST+LK 8.7 3.7 12.4

표 2. 단계별 알고리즘 속도 비교         (단위: ms)

[표 2]에서는 응 을 구하기 한 기존의 서술자 

매칭 방법  제안하는 특징  추  알고리즘의 평균 

수행 시간과 각 방법으로 얻은 응 들로부터 호모그

래피를 추정한 평균 시간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방법이 

일정한 크기의 마스크를 우고 응 을 구하므로 매

칭 개수 즉, 응 을 구하기 한 비교 횟수를 크게 감

소시켜 [표 2]의 결과와 같이 빠른 매칭을 수행시킴을 

알 수 있다. 특징 을 추출하고 추 하여 응 계를 

구하는 방법이 동 상과 같은 연속  상에서는 가장 

합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추 된 응 들로부터 추정된 호모그래피를 D. 

Lowe가 제안한 신뢰도(confidence) 계산[5] 수식 (11)

으로 계산하여 신뢰도를 비교하 다.

                                (11)

여기서 는 호모그래피의 inlier 개수, 는 상간의 

응 들의 개수이며,   ,   으로 지정된 값

들이다. 수식 (11)으로 기존의 SIFT, SURF 특징  검

출기 알고리즘과 서술자 매칭 Brute Force, FLANN 알

고리즘들로 호모그래피 추정한 결과와 제안하는 방법

을 비교했으며, [그림 5]의 (a)와 같이 제안하는 방법으

로 얻은 호모그래피의 신뢰도가 기존의 방법들보다 높

았다. 그 이유는, 호모그래피 신뢰도   값이 보통은 1

이상의 값을 가져야 비교가 가능해지고, 3보다 클 경우 

두 상은 아주 가깝고 큰 변화 없거나 추정된 호모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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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기존의 방법들과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비교
        (a) 호모그래피 신뢰도 (b)평균 밝기값 오차

래피는 충분히 신뢰할만하다고 단되는 것이다. 연속 

동 상은 임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안하

는 FAST+LK 방법은 호모그래피의 inlier 개수 를 

다른 매칭 방법들보다 많이 갖게 하여 [그림 5]의 (a)와 

같이 신뢰도가 높은 정확한 호모그래피를 추정할 수 있

게 해 다. 

동 상의 모든 임간의 호모그래피를 추정한 뒤 

각 상을 와핑하여 상 상과 응되는 모든 픽셀들

에 해서 밝기값 오차를 계산할 수 있다. 호모그래피

를 추정할 때 리 사용되는 기존의 특징 검출  매칭 

방법들과 제안하는 방법으로 각각 오차를 계산하고 모

든 임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그림 5]의 (b)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기존의 구면 노라마 상은 각 상

을 변환시킨 후  축의 두 개의 매개변수만으로 매칭

시켜 이동변환으로 합성하기 때문에 회 이나 스 일 

변화가 있을 때 [그림 6]의 (b)와 같이 직선이 휘어지거

나 물체가 원래 모습을 잃어 오차를 많이 발생하게 한

다. 제안하는 방법은 먼  인  상간의 호모그래피를 

그림 6. 구면 파노라마 영상 비교
(a) 원본 영상, (b) 기존 구면 파노라마 방법으로 생성한 

결과, (c) 제안하는 방법으로 생성한 결과

추정하여 수식 (4)로 모든 좌표를 변환시키므로 회 , 

스 일, 원근 변화에도 정확한 매칭을 할 수 있게 하여 

밝기값 오차를 일 수 있어서 [그림 6]의 (c)와 같이 

(a)의 원본 상과 아주 유사한 결과를 얻게 한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구면 노라마 상을 생성했을 

때, ×  해상도의 동 상을 입력 받고 [그림 7]

의 (a)의 경우, 216 임에서 먼  [그림 3]과 같은 평

면 노라마 상을 출력하여 ×  해상도의 

상을 얻었다. 이를 구면 노마라 상으로 변환한 

후 최 의 역으로 단하여 ×  해상도의 구

면 노라마 상을 얻을 수 있었다. 같은 방식으로 [그

림 7]의 (b)는 275 임에서 먼  ×  상

을 얻고, 변환한 후 ×  상을 얻었으며, [그

림 7]의 (c)는 168 임에서 ×  상을 얻

고 변환한 후 ×  해상도의 구면 노라마 

상을 얻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연속 동 상을 입력 받아 신속하고 정

확한 구면 노라마 상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먼  각 임간의 응 들을 찾을 때 매칭 알고리즘 

신 Lucas-Kanad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징 을 추

하 다. 응 들로부터 호모그래피를 추정하여 가

운데의 상에 맞추어 호모그래피들을 수정하여 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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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안하는 방법으로 동영상으로부터 생성한 구면 파노라마 영상,
(a) ×(216프레임), (b) ×(275프레임), (c) ×(168프레임) 영상 출력

시켜 평면 노라마 상을 얻었으며 마지막으로 구면 

좌표계 역변환식을 통해 구면 노라마 상을 생성하

다. 평면과 구면 노라마 상 생성 방법의 장단

을 서로 보완하여 동 상으로부터 효과 으로 단일 

노라마 상을 만들 수 있었다. 실험결과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빠르며 밝기오차 값을 일 수 있는 노라마 

상 생성 기법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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