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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한 위치에서 여러방향으로 찍은 사진들을, Image Stitching 기술을 통해 Panorama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연구한다. VR이 주목 받게 됨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여 이미지 스티칭 기법을 사용하여 연속적인 사진을 

보여주게 되는되 이를 구현 하기 위한 배경 연구들을 분석하고 구현해 봄으로 속도 향상을 아이디어들에 대하여 연구한다.

키워드: 파노라마(Panorama), 이미지 스티칭(Image Stitching), 가상현실(Virtual Reality)

I. Introduction

전 세계적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 빠른 발전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는 기술이, 360도 

camera이고, 또한 스마트폰의 panorama 촬영 기능이다. 360도 카메

라는 근본적으로 panorama 촬영과 같은 원리를 갖는다. 360도 카메라

는 2개 이상의 렌즈를 이용해 2개 이상의 방향으로 주변을 촬영 

한후, Image Stitching 기술을 통해, 이를 연결하여, 임의의 각도로 

보아도 연속된 사진을 보여주게 하는 기술이다.
우리는 이러한 Image Stitching 기술을 활용하여 Panorama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구현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해본다.

II. Preliminaries

1.1 Homography ( projective transform )

여러 이미지를 Panorama 영상으로 합치기 위해서는, 모든 이미지

를 하나의 같은 평면으로 투영(projective)시켜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

기 위해서는 영상들이 Homography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의 기하학

적 의미는 Fig1.과 같이, 해당 물체의 투영선에서 임의의 평면으로의 

절단면간의 관계와 같다. 수식적으로 보면 Fig 2.와 같이 3x3 행렬로 

표현되는 선형변환이다.

Fig 1. Homography관계의 정의

Fig 2. Homography(projective) 변환식

다행스럽게도, 카메라 렌즈를 주축으로 회전하면서 찍은 사진은 

모두 Homography관계에 있다.

1.2 SIFT 특징점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Homography Transform을 하기 위해서는 Fig 2. 의 두 영상을 

비교하여 3x3 matrix를 계산해야 한다. 
모든 픽셀에 대하여 변환을 해보며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연산량에서 너무 비효율적이고, Noise에 민감하여, 오차를 크게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Fig 5.의 벽면의 임의의 pixel의 경우, 
Homography Transform이 조금 잘못되어도, 어차피 인근은 대부분 

비슷한 색과 밝기를 가지므로, 정확한 Transform matrix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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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이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주위와 확연히 구분이 

되는 특징점을 영상들내에서 정의하여, 이 특징점들 만으로 비교를 

한다. 이러한 특징점을 정의하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이다. SIFT는 

특징점 인근의 영역에서의 Gradient 크기와 방향을 4x4 matrix 
histogram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histogram을 그렸을 때, 인근의 

Gradient가 큰 점을 특징점으로 정의한다.

Ⅲ. Test Result

입력영상은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을 사용하였다. 두 

영상을 선택하여 SIFT 특징점들을 추출하고, 두 영상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들만 추려내고, RANSAC알고리즘을 이용하여 outlier를 

고려한 Homography Transform을 구한다. Homography의 linear 
transform equation은 Table 1.과 같이 계산하였다. 한번에 2장씩 

Image Stitching하는 작업을 4번 반복하여 총 5장의 이미지를 연결하

여 Fig 2.의 Panoram영상을 만들었다. 세세하게 보면 경계부분에서는 

mismatch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본 화면에서 Noise를 제거하고 각 특징점 부근의 밝기를 

기준으로 원본 영상간의 밝기를 맞춰주는 작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 축이 완전히 고정되도록 기구물을 이용하여 사진 

간의  관계가 보다 정확히 Homography가 되도록 하여,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function h = ComputeHomography( pts1, pts2, n_subset )

A = zeros(2*size(pts1, 2),  9);

A(1:2:end, 4:5) = pts1' ;

A(1:2:end, 6) = 1;

A(1:2:end, 7:9) = -repmat(pts2(2,:)', 1, 3) .* [pts1', 

ones(size(pts1,2), 1)] ;

A(2:2:end, 1:2) = pts1' ;

A(2:2:end, 3) = 1;

A(2:2:end, 7:9) = -repmat(pts2(1,:)', 1, 3) .* [pts1', 

ones(size(pts1,2), 1)] ;

% U : (2*#of_pts) * (2*#of_pts), S : (2*#of_pts) * 9, V : 

9*9

[U,S,V] = svd(A) ;

% h = V(:,9)./V(9,9) ;

h = V(:,9) ;

h = reshape( h, 3,3 )';

Table 1. Homography Transform 계산 알고리즘 matlab 코드

Ⅳ.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VR트랜드에 맞추어 많이 상용화에 많이 성공한, 
Image Stitching과 panorama 영상기술을 구현해 보았다. 스마트폰 

앱과, 360도 카메라 등 이미 나와있는 제품이 많이 있지만, VR 
시장이 더 확대됨에 따라, 더 고해상도의 360도 영상에 대해 Image 
Stitching을 하려다 보면 점점 더 영상 생성 속도의 향상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Fig 2. Image Stitching 결과 panorama 영상

References

[1] CH4. of “Multiple View Geometry in Computer 

Vision” by Richard Hartley and Andrew 

Zisserman,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ch 2004

[2] David G. Lowe. "Distinctive image features from 

scale-invariant key points." IJCV 60 (2), 

pp.91-110,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