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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치기반 지도 서비스는 격하게 활성화된 사업 역으로 지역 고 등 많은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도 서비스에 핵심기술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스트리트뷰, 
로드뷰의 노라마 사진 지원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쉽게 노라마 사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사진 촬  가이드를 제공하고 여러 장의 사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사진 연결 부분의 자연

스러움 등을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용하여 한 장의 사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식에 해 제안하고

자 한다. 

1. 서론

   최근 들어 인터넷 포털들의 주 수익원인 검색 고시장

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해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치기반 지도 서비스는 격하

게 활성화된 사업 역으로 지역 고 등 많은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에서 치기반 서비스에 다음

이 뛰어들고 네이버가 가세하면서 치기반 서비스 기술

은 발 을 거듭하고 있다. 한, 지도 서비스를 면 확

해 버스, 지하철, 기차, 항공 등 교통 연동과 도시 간 

길 찾기 기능을 지원하고, 주요 도로 실시간 폐쇄회로

(CC) TV 도로상황 확인, 자 거 도로, 등산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 성망을 이용한 GPS나 셀룰러망을 이용한 방식 

등이 표 으로 활용되다가 최근에는 AP(Access Point)

를 이용한 무선측  기법에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1][2].

   이와 같은 치기반 서비스 분야는 치 기반의 실사 

상 제공서비스, 차량항법시스템 등으로 인해 일반 사용

자들에 한 공간정보  련 콘텐츠 서비스 시장이 

속히 확 되고 있으며, 구  어스의 스트리트 뷰와 국내의 

다음 로드 뷰 등 일부 포탈업체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실

제 거리 상 서비스는 일반사용자의 공간정보의 활용  

인식변화에 많은 향을 미쳤다. 한 최근 모바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폰은 치정보 센서, 상하 센서, 터치 

센서 등의 센서를 내장하면서 이를 활용한 콘텐츠가 사용

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스마트폰 콘텐츠에서도 

스마트폰내에 장착된 치정보 센서를 활용해 스카이뷰, 

스트리트뷰, 로드뷰 등의 지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도 서비스에 핵심기술  하

나로 사용되고 있는 스트리트뷰, 로드뷰의 노라마 사진 

지원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제작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을 설계, 개발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쉽게 노라마 사진

을 제작할 수 있도록 사진촬  가이드와 여러 장의 사진

을 한 장의 사진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사진 연

결부분의 자연스러움 등을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용하여 

노라마 사진을 구 할 수 있는 방식에 해 제안하고자 

한다. 

2. 노라마 사진 시스템

   노라마 사진이란 한 지 에서 360도를 돌아가며 다

양한 각도에서 은 사진을 조함하여 마치 3차원 공간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4]. 이를 이

용한 표 인 서비스가 구구의 스트리트뷰(StreetView) 

지도 서비스를 들 수 있다. 구 의 스트리트뷰 서비스는 

구  맵 서비스와 결합한 서비스로 지도상의 특정 치의 

거리와 모습을 노라마 사진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

다. 사진 속의 거리에 화살표가 표시되며 이를 클릭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사진이 이동한다. 한 거리를 다양한 각

도에서 볼 수 있어 사용자가 실제 그 거리에 있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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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마 사진 지원 지도 서버 구성도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스트리트뷰(Street View)나 다음의 로드뷰(Road View) 

등을 촬 하는 센서는 여러 의 카메라를 바깥 방향으로 

촬 하여 하나의 사진으로 제작하는 시스템이다. 다음 로

드뷰의 사진 촬  시스템은 픽스코리아에서 제작하 고 

기본 으로 4 의 카메라에 어안 즈를 부착해서 촬 한 

후,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4장의 사진을 스티칭하여 하나

의 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노라마 사진을 제작한다. 

구 의 스트리트뷰의 사진 촬  시스템은 카나다의 이머

시  미디어(Immersive Media)에서 제작하 고 기본 으

로 11 의 카메라를 부착해서 촬 한 후, 소 트웨어를 사

용하여 11장의 사진을 스티칭하여 하나의 상으로 만드

는 방식으로 노라마 사진을 제작한다[5].

   이러한 촬 시스템은 스트리트뷰, 로드뷰의 서비스를 

해 주문 제작되었고 사용하는 곳도 서비스를 구축하는 

몇 개의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탈에서만 한정 으로 

사용하고 있다. 

3. 노라마 사진 지원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구 의 스리트뷰나 다음의 로드뷰제작

용 특수용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도 노라마 사진을 제

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한 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를 해 스마트폰의 사진 시스템을 구동하여 스마트

폰 사진기의 해상도  촬 조건을 정해진 조건을 설정하

여 주변사진을 획득할 수 있는 노라마 사진 촬  기술

을 제안하 다. 한, 노라마 사진을 촬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표시하고 촬 각도를 제시하여 사진을 을 수 있

도록 가이드 하는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설계하 다. 

   그리고, 촬 된 사진을 기반으로 360도의 일체된 노

라마 사진을 합성하기 한 모바일용의 경량화된 알고리

즘을 설계하 다. 마지막으로 촬 하여 제작된 노라마 

사진을 스마트폰 어 을 이용하여 지도 서버에 등록하고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

다. (그림 1)은 노라마 사진 지원 모듈을 용한 체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술 내용

센서 

기반 

기술

1. 이용자의  좌표 α( 도, 경도, 고도) 

인식

2. α로부터 객체정보(POI) 계 산출

카메라 

기반 

기술

1. 입력되는 특징 (Feature Points) 인식  

추

2. 카메라와 추  상간의 상  치 인식

3. 카메라를 기 으로 한 추 상의 3D 좌

표상의 실시간 움직임 추 (x, y, z)

<표 1> 센서  카메라 기반 기술 내용

제3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9권 2호 (2012. 11)

- 1171 -

제3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9권 2호 (2012. 11)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노라마 사진 지원 서비스

를 스마트폰으로 제작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설계, 개

발하기 해 아래의 4가지 역으로 시스템을 분류, 설계

하 다. 첫째는 촬  장소의 치 측  기술의 개발, 

용이다. 즉, 센서 기반 기술과 카메라 기반 기술을 응용

하여 보다 정확한 측  치를 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제안이다. 

   둘째는 노라마 사진 촬  UI 설계이다. 이를 해 

스마트폰의 사진 시스템을 구동하여 스마트폰 사진기의 

해상도  촬 조건을 정해진 조건을 설정하여 주변사진

을 획득한다. 노라마 사진을 제작하기 해서는 스마트

폰의 치센서(GPS)와 기울기  방향센서를 인식하여 

동작을 감지한다. 감지된 센서값을 기반으로 그림 3에 왼

쪽에 회 방향, 촬  각도들을 그림으로 표시하도록 설계

하 다. 촬 된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 된 사진과 

촬 될 사진의 개수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직 으로 확

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한, 촬 단이나 완료시에 

필요한 부가 항목들 고려하여 UI를 설계하 다.

   셋째는 노라마 사진제작 알고리즘의 설계이다. 즉, 

촬 된 사진을 기반으로 360도의 일체된 노라마 사진을 

합성하기 한 스마트폰용의 경량화된 알고리즘을 설계하

다. 360도를 촬 한 여러 장의 사진을 노라마를 모은 

한 장의 사진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층을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 2.x에서 사용하

다. 사진 상을 처리하기 해 다양한 사진의 변형, 이

진 연산, 변환 역기반 처리 등을 용하 다. 촬 된 사

진을 이미 각 방향에 한 값들을 장하고 있어 이들을 

순서 로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노라마 지원 지도 서버의 구 이다. 즉, 

촬 하여 제작된 노라마 사진을 스마트폰 어 을 이용

하여 지도서버에 등록하고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시 되도

록 구 하 다. 노라마 사진 지원 지도서버는 스마트폰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지도정보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

가 송신하는 노라마 사진을 수신하여 지도에 특정지

에 연결하여 지도정보  연계된 사진을 서비스하는 시스

템을 구 하는 것이다. (그림 2)는 지도서버의 내부 블록

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 2) 지도 서버 구  블록도

   서버의 구성은 2차원지도 객체, Map 정보  속성, 클

라이언트 메시지 처리로 구성하 다. 2차원 지도 객체 모

델은 클라이언트에 치정보를 수신하여 치정보에 해당

하는 지도를 서비스하기 하여 치정보와 도형으로 구

성하 다. Map 정보  속성은 도형으로 표시된 곳에 

한 지리정보의 값들을 장하는 구조로 구성하 다. 한, 

클라이언트 메시지 처리는 서버와 스마트폰 클라이언트가 

속하고 필요한 정보는 송수신하고 속을 종료하는 시

까지 발생하는 송수신 메시지를 처리하는 루틴으로 구

성하 다.

4. 결론

   웹은 인간의 사회, 경제활동을 한 매개체로, 모든 서

비스를 한 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웹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있어 사용자 참여를 증 시키고, 이를 개방하

여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려는 웹 2.0은 새로운 기술이라

기보다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기존의 웹 기술이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제공받는 형식이었다면, 새로운 

웹의 패러다임은 기존에 콘텐츠를 제공받던 사용자들도 

웹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여 다른 사용자간에 공유를 통

해 웹의 공동 제작을 통해 콘텐츠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

는 방법이다. 그 에 이동 에도 휴 폰이나 휴 형 컴

퓨터 등을 통해 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

바일 웹 기술이 트 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라마 사진 지원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제작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설계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스마트폰을 용하여 정

확한 측  치를 정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 으며 스

마트폰 사진 시스템을 구동하여 정해진 해상도와 촬 조

건으로 주변 사진을 획득할 수 있는 노라마 사진 촬  

UI를 설계하 다. 한, 촬 된 사진을 기반으로 360도의 

일체된 노라마 사진을 합성하기 한 스마트폰용 경량

화된 알고리즘을 설계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치기반 노라마 기술은 웹 2.0 

시 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지도상의 가상공간에 실제의 

생활을 투 할 수 있는 가상 실 세계를 구축할 수 있어 

국가의 지리정보시스템(NGIS)에 목된다면 차세  GIS 

기술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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