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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Robust Video Stabilization algorithm based Opticla Flow

Gyeong-Rae Cho*, Deog-Hee Doh†, Hong-Yeob Kim**, Gwang-Ja Jin*** 
and Do-Hyun Kim***

Abstract An image compensating algorithm with high-vibration movement is proposed, using optical 
flow and the Kalman Filter. The temporal motion vector field is calculated by Optical flow and 
suspicious vectors are removed or adjusted by the Gaussian interpolation method. The high-vibrated 
vector filled is stabilized by the Kalman filter. Lastly, compensated images are obtained by affine 
transformation. This proposed algorithm gives good compensated video images on high-vibration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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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성능 카메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론, 비

행기, 헬륨 기구 등과 같은 비행체로부터 대상체

나 영역을 관찰하고 감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이러한 비행체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한 관측방법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많은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비나 바람

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많은 흔들림이 

존재한다.

이러한 흔들림은 자이로스코프 또는 가속도계 

등을 이용하여 보정 하는 광학적 흔들림 보정 

방법과 영상으로부터 흔들림을 계산하고 보정 

하는 전자식 흔들림 보정 방법이 있다.

전자식 흔들림 보정 방법은 흔들림을 정확히 

계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처리 방법을 이용

하여 흔들림을 보정한다.

정확한 흔들림 보정을 위해 물체의 영역 이동

량을 계산하는 방법[1], 에지 영상을 매칭 하여 

흔들림을 계산하는 방법[2], 상호상관에 의한 벡

터를 이용하여 흔들림 양을 측정하는 방법[3]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상관에 바탕을 둔 Optical 

Flow 기능을 이용하여 흔들림을 계측하고, 계측

된 값들에 존재하는 오차를 제거, Kalman filter를 

이용하여 흔들림을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

상의 흔들림을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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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흔들림 보정 알고리듬

CCTV와 같이 고정된 카메라 관측과 달리 하

늘에 떠있는 비행체는 바람과 같은 외부요건에 

의해 심한 흔들림이 존재한다. 이러한 흔들림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상 전체에 대한 흔들

림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흔들림이 완화된 

영상을 생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영상을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a. 영상의 흔들림 계측

b. 오차제거 및 보간

c. Kalman filter에 의한 흔들림 완화

d. 흔들림 보정된 영상의 생성.

2.1 영상의 흔들림

영상의 흔들림은 연속된 두 영상간의 이동량

으로 판단할 수 있다. Optical flow는 이러한 이

동량을 구하는데 최적의 알고리듬이다. Fig. 1은 

헬륨기구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관측대상을 

확대하였을 때의 흔들림 영상이다. 일정한 간격

으로 영상 전체에 대하여 흔들림 양을 계산하였

다. 이때, 상호상관에 의한 이동량 벡터를 계산

하는 방법[3]을 적용하였다.

2.2 오차제거 및 보간

계산된 벡터장에는 영상의 정보나, 흔들림 정

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고, 이러한 오차를 제거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접한 8개 주위벡

터들과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오차를 판단하는 

Fig. 1. Calculated Vector field by Optical flow

 

Fig. 2. Remove suspicious vectors and Interpolate 
Gaussian method

다음 판별식 (1)을 이용하여 오차를 제거 하였다. 

      
  

            (1)

여기서, 는 현재 판별하고자 하는 벡터이고, 

는 주변의 벡터들이다. 평균값에 대한 변화량

이 클 경우 (본 연구에서는 50%) 오차 벡터로 

판단하고, 벡터를 제거하게 된다.

제거된 벡터는 정상인 벡터들을 이용하여 가

우시안 보간방법[4]에 의해 수정하였고, 아래 식

(2)를 적용하였다.

 
⋅

    
     (2)

여기서, 는 메쉬 간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 1에 존재했

던 오차벡터들이 사라지고 주위값을 이용해 보간

된 벡터로 채워졌음을 알 수 있다. 

2.3. 칼만 필터에 의한 흔들림 보정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상체를 지속적으로 관측

하고 있는 상태에서 흔들림 보정을 위해서는 흔

들림 양을 예측하고, 이를 완화하여 영상으로 표

현함으로서 사용자가 흔들림을 보다 적게 관측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칼만 필터기법은 이러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필터링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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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스템 방정식은 시간 k에서 상태벡터를 

와 이전 시점의 상태벡터   , 백색잡음 

로 다음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3)

여기서, A는 시간 k-1 시전에서 k시점의 상태

로 전이시키는 전이행렬이고, 는 상태벡터의 

오차로서 일반적으로 평균은 0이고, 공분산이 

인 공분산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또 관측방정식은 곽측치에 대한 표현으로 시

간 k에서의 상태벡터 에 관측치에 대한 백색

잡음 를 고려한 아래 식(4)와 같이 선형 결합

으로 표현된다.

                        (4)

여기서, 는 관측벡터이고, 는 평균이 0이

고 공분산이 인 정규분포로 가정한다. 는 상

태벡터를 관측벡터로 전이시키는 관측 전이행렬

이다. 칼만 필터기법은 예측치와 관측치가 가지

고 있는 오차정보를 이용하여 상태변수를 예측

하는 방법으로 각각 오차의 공분산이 칼만 이득

Fig. 3. Stabilization on image vibration with 
Kalman filter

의 결정에 큰 기여를 하고, 칼만이득에 비례하여 

예측치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에대한 적용과

정은  Kalman (1960)[5]에 보다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Fig. 3은 영상의 중심에서 x, y 방향으로 흔들

림과 이러한 흔들림에 칼만필터를 적용했을 때

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칼만 필터

를 이용하여 영상에서 계측된 흔들림에 비교하

여 충분히 보정된 벡터장이 구해진다. 

2.4 영상변환

보정된 벡터장을 이용하여 아래 식 (5)로 표

현되는 선형변환을 이용한 영상보정을 수행하였다. 

′      
′     (5)

  

여기서, (x,y)는 변형될 영상좌표계이고, (x’, 

y’)은 변형후 영상좌표계이다. 

Fig. 4는 선형 변환 전과 후의 영상을 보여주

고 있다. 전체적으로 영상이 조금 변환되었으며, 

이로부터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4. Results of Image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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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흔들림이 보정된 

결과 영상들에 원본영상과 같은 Optical Flow를 

이용하여 영상의 흔들림 양을 계산하였다. 

Fig. 5. Results of Stabilization algorithm : y axis 
vibration before and after stabilization 
algorithm

Fig. 5는 영상의 중심부에서 계산된 흔들림 양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은 시간에 따른 y축방향

의 흔들림 양으로 60프레임 근방에서 보이는 것

처럼 높은 주파수에 대하여 우수한 영상 보정효

과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정 전과 후의 흔들림 분산치를 

비교했을 때 x축 방향으로 약 15%, y축 방향으

로 약 11%의 보정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결론

영상 패턴의 차이로부터 이동량을 계측하는 

Optical Flow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의 흔들림 벡

터장을 구하였다. 구해진 벡터장에서 오차 제거 

및 보간을 수행하였으며,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흔들림 벡터장을 보정했다.

보정된 벡터장을 이용하여 영상변환을 수행하

였으며, 이로부터 전체 흔들림의 10~15% 보정된 

효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

행체로부터 획득된 높은 주파수의 흔들림을 개

선하고, 개선된 결과로부터 물체의 인식 및 추적

의 성능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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