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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를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을 위한 효율적인 영상 스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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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전처리를 이용하여 고해상도 영상을 얻어내는 효율적인 이미지 스티칭 기술을 제안한다. 2D스캐너는 

문서처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으나 용지 크기 및 재질의 제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한계를 저

가 시스템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의 파노라마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영상 스티칭 

방법을 제안한다. 크기가 큰 문서를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스캔하기위해서, 촬영 높이를 고정해줄 간단한 휴대형 거

치대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 집합을 준비한다. 영상 정합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처리를 적용한 후, 연결 포인트를 

검색한다. 알파 블렌딩으로 고해상도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한다. 제안하는 기술은 기존 기술인 Open CV가 제

공하는 영상 스티칭 기술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결과 영상을 제공한다.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기술이 기존 방법보다 

약 3배 빠르며 성능 또한 더 우수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efficient image stitching method using preprocessing in order to generate a super resolution 
image. Two-dimensional (2D) scanners are consistently used in various areas but they have limitations such as paper 
sizes and materials. To overcome these problem with low-cost, an efficient imaging stitching method is proposed for 
producing a super resolution panorama image. To scan a very large sized paper using mobile phones, a simple portable 
cradle which fixes height is employed producing an input image set. To improve matching performance, a 
preprocessing method is introduced before searching correspondences. Then alpha blending is applied to an input 
image set to produce a super resolution panorama image. The proposed method is faster and easier than the existing 
method which is employed by Open CV.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is three times faster and 
performs better than the exi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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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D스캐너는 문서처리를 위한 기계로 꾸준히 사용되

고 있다. 하지만 휴대 불가, 고비용, 문서대상 용지의 크

기 및 재질 제한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고해상도 영

상으로 스캔하기 위해서는 위의 단점들을 극복할 필요

가 있다. 휴대가 가능한 거치대로 좁은 영역을 스캔하

고 이를 파노라마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이미지 스티칭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단점들을 극복한다. 이미지 스

티칭 기술은 이미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왔고[1-13] 이를 

바탕으로 넓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상업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써 휴대 가능한 기기에도 적용되

고 있다[14-16]. 이미지 스티칭 기술은 영상들이 겹쳐지

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영상 정렬 단계와 그 

관계를 바탕으로 영상들의 파노라마를 생성하기 위해 

합성하는 단계가 있다. 또한, 흐릿함이나 흔들림 등의 

잠재적인 문제를 다룬다[1]. 최적의 합성 위치를 찾기 

위한 방법에는 픽셀을 기반으로 한 직접적인 방법과

[2-5]  불변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정렬 방법[6,7]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불변의 특징을 이용하는 Open CV의 

이미지 스티칭 기술[8]은 사용자의 초기 설정이 없어도 

자동으로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

지만 이 기술은 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사

용자에게 결과 영상을 제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려는 이미지 스티칭 기술은 휴대

용 스캐너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로 사용자에게 빠르게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한다. 이때 높이와 흔들림을 고정

해주는 간단한 휴대용 거치대를 통해 영상을 제공하므

로 입력 영상의 순서와 방향 등이 일정하다. 제안하는 

이미지 스티칭 기술에는 합성 위치를 찾기 위해 픽셀을 

기반으로 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전처리를 적용하였으며 속도 증진을 위해 샘플링 검색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Open CV보다 빠르고 간

편하게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한다.

Ⅱ. 기존 방법

그림 1은 Open CV가 제공하는 이미지 스티칭 기술

이다. 이 방법은 불변의 특징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파

노라마 영상을 생성하여 제공한다 [8-10]. 무순서인 n

개의 영상들이 입력되면 각각의 영상에서 불변의 특징 

변환 크기(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를 추출한

다. k-d tree를 이용하여 각각의 특징의 k-최근접  이웃 

특징을 찾는다. 이것을 이용하여 각각의 영상에게 특

징이 잘 매칭되는 m개의 후보 영상들을 선택한다. 후

보 영상들 중에서 공간정보가 일치하는 특징을 가지는 

영상들을 찾는다. 이 단계가 이미지 매칭이다. 그 후 여

러 보완 단계와 Blend단계를 거치면 파노라마 영상이 

완성된다.

 

Fig. 1 The existing image-stitching method proposed by 
OpenCV

10장의 무순서의 영상 집합인 그림2(a)에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는 그림2(b)이다. 이 기술은 자동 이미지 스

티칭을 위해 불변 지역 특징을 이용하여 접근하므로 사

용자의 초기화가 제공되지 않아도 된다. 입력 영상들의 

순서, 방향, 크기, 빛의 변화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파노

라마의 일부가 아닌 영상들을 가려내거나 순서쌍이 맞

지 않는 영상 데이터들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

지만 고해상도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데 걸리는 시

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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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result image (a) Input image set (b) Panorama image

Ⅲ. 제안하는 방법

Fig. 3 The proposed image-stitching method 

그림 3은 본 논문이 제안하는 이미지 스티칭 기술의 

과정이며 파노라마 영상을 결과 영상으로 생성한다. 이 

기술은 간단한 휴대형 거치대 위에 카메라를 장착시키

고 1.5cm/sec의 속도로 움직이며 스캔하여  입력 영상 

집합을 얻는다. 입력 영상 집합 중에서 선입선출 방식

으로 두 개의 영상을 추출해서 이 기술에 입력한다. 결

과 영상은 입력 영상의 개수가 하나 남을 때 까지 입력 

영상 집합의 맨 앞에 레퍼런스 이미지로 삽입되어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입력 영상 집합이 무작위인 경우에는 

기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이 기술은 촬

영 높이가 늘 일정한 휴대형 거치대를 통해 스캔하며 

스캔 된 영상들은 차례대로 입력되기 때문에 특징을 찾

아서 스캔할 필요가 없으므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더 간단하며 속도가 빠

르다.

Fig. 4 A method of obtaining a low-band image and a 
high-band image

 

(a)                        (b)

 

(c)                        (d)

Fig. 5 Preprocessing (a) Source image (b) 5-tap low 
band image (c) 3-tap high band image (d) 5-tap high 
band image

3.1. 전처리 단계

일치하는 지점 찾는 단계(Find matching point) 전에 

전처리로 필터를 적용하였다. 전처리를 한 경우와 안 

한 경우를 실험하였을 때 전처리 단계를 거친 경우가 

성능이 더 높았다. 전처리로 얻은 고대역 영상과 저대

역 영상을 비교하여 실험을하였다. 그림 4는 저대역 영

상과 고대역 영상을 얻는 과정이다. 저대역 영상을 얻

기 위해서 이동평균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고대역 영상

은 이를 원본 영상과의 차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림 5는 

원본영상인 그림5(a)에 전처리를 적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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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proposed  method of finding a matching point

3.2. 일치하는 지점 찾는 단계

일치하는 지점 찾는 단계(Find matching point)에서

는 블록을 이용하여 매칭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영상 

전체를 가지고 매칭하는 것 보다는 블록을 추출하여 매

칭함으로써 속도를 높인다. 그림 6은 입력 영상 집합에

서 추출한 레퍼런스 영상과 새 영상이다. 레퍼런스 영

상의 검색범위에서 새 영상에서 추출한 블록과 가장 비

슷한 블록을 찾는다. 비교하는 블록은 레퍼런스의 정해

진 검색 범위 내에서 한 픽셀씩 움직이면서 복사된다. 

검색 범위는 손의 흔들림을 고려해서 상하 방향으로 20

픽셀씩 움직임을 줘서 검색한다. 가장 정확한 블록의 

위치를 찾는 것은 두 개의 블록의 차이가 가장 적은 위

치를 찾는 것이다. 

방금 설명한 방법은 한 픽셀씩 움직이므로 전체 검

색 방법이다. 이는 성능이 높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단

점을 가진다. 이때 속도 증진을 위하여 검색 범위 내에

서 움직이는 픽셀을 2 이상씩 점프하여 움직이는 방식

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검색 범위를 샘플

링 하였으며, n 픽셀씩 점프하면서 검색한 결과인 위치

에서 ±n-1인 범위에서 한 번 더 전체 검색을 하여 정확

한 위치를 찾는 방법이다. 속도대비 성능이 높은 적절

한 n 픽셀을 실험을 통해 찾고 이를 최종적으로 적용하

였다.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두 개의 블록의 차이를 구

하기 위해 사용된 가격 함수는 두 가지가 있다. 절대값

을 사용하는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와 제곱

을 사용하는 SSD(Sum of Square Difference)가 있다. 블

록을 복사해서 각각의 메모리인  과  에 저장

한다. 가장 알맞은 위치인  ( ,)를 찾기 위해  

와  를 SAD와 SSD를 이용하여 가장 작은 차이를 

구한다. 두 방식 모두 테이블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속

도의 차이는 별로 없었지만,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실

험을 통해 성능이 높은 방식을 최종적으로 적용하였다. 

각각의 수식은 다음(1), (2)와 같다.

  
  



                 (1)

    
  



  
  



             (2)

3.3. 알파블렌딩

일치하는 지점 찾는 단계(Find matching point)를 통

해 얻은 위치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인 레퍼런스 영상과 

새 영상을 합성하여 하나의 파노라마 영상인 결과 영상

을 생성한다. 이 단계가 알파 블렌딩이며 수식은 (3)과 같

다. 영상을 영상 집합의 맨 앞에 삽입시킨 후 영상 집합

의 영상 개수가 하나 남을 때까지 이미지 스티칭 기술을 

적용한다. 최종적으로 처음의 영상 집합에 있던 영상들

이 하나의 파노라마 영상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 

             (3)

           
Table. 1 Experiment table

Preprocessing Search method Cost function
Low pass filter Full SSD
High pass filter Sampling of search range SAD

이 기술은 스캐너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빠

르게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성능 

대비 속도가 빨라야 한다. 가장 좋은 성능과 빠른 속도

를 결과로 내는 방식을 찾기 위해 표 1이 적용된 실험을 

하였다. 실험 방식은 두 개의 영상에 스티칭 기술을 적

용하며 결과 영상이 정확한 위치에서 알파 블렌딩이 되

었는지의 유무이다. 실험 대상의 영상은 55장이며 실험

횟수는 50번이다.

Ⅳ. 실험 결과

전체 검색방식과 샘플링 검색 방식에 각각 가격함수

인 SAD와 SSD를 적용한 결과의 성능과 소요시간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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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formances and lead times of search methods 
and cost functions in use  

Full 2 pixel jump 3 pixel jump
SAD 100% 92% 98%
SSD 100% 92% 96% 

Lead time 1300ms 320ms 150ms  

표 2는 전처리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을 한 결과이다. 

전체 검색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100%의 정확한 위치

를 찾는 성능을 얻을 수 있지만, 소요시간 감소를 통한 

속도 증진이 필요하다. 검색 범위를 샘플링하는 검색 

방식은 2픽셀씩 점프하는 방식과 3픽셀씩 점프하는 방

식을 실행하였고 점프하는 픽셀의 수가 늘어날수록 속

도가 빨라졌다. 반면에 성능은 전체 검색 방식보다 좋

지 않았다. 

Table. 3 Result of the preprocessing 

Filter Full
2 pixel
jump

3 pixel
jump

SAD
3tap HB 100% 100% 92%
5tap HB 100% 96% 36%
5tap LB 100% 100% 100%

SSD
3tap HB 100% 100% 90% 
5tap HB 100% 96% 56%
5tap LB 100% 100% 100%

  

성능 증진을 위해서 전처리 단계의 필터를 적용한 결

과는 표 3이다. 3탭과 5탭 고대역 영상과 5탭 저대역 영

상을 이용하였다. 고대역 영상의 경우 3탭 고대역 영상

인 경우에만 성능향상의 효과가 있었다. 5탭 고대역 영

상은 오히려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였다. 반면에 5탭 

저대역 영상은 2단계 검색 방식에서 100%의 성능을 냈

다. 5탭 저대역 영상은 4픽셀씩 점프할 때도 100% 위치

를 찾는 성능을 가졌다.

최종적으로 입력 이미지에 5탭 저대역 영상을 이용

하여 3픽셀씩 점프하여 검색범위를 샘플링하는 검색방

식을 통해 위치를 찾을 때 속도 대비 성능이 가장 좋다. 

또한, 하드웨어의 성능을 고려하여 곱셈 연산이 필요 

없는 SAD를 선택하였다. 이때 걸리는 시간은 필터를 

적용하는 시간인 20ms를 더한 170ms이다. 

비교 대상인 기존 방법을 적용과 비교한 결과는 표 4

이다. 기존 방법으로 두 개의 영상에 스티칭 기술을 적

용하였는데 이 기술의 경우에는 소요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소요시간을 구했으며 이는 제안하는 

방법과 약 3.4배 차이가 난다. 또한, 기존 방법은 입력 

영상 집합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파노라마 영상을 생

성하지 못하는 에러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존 방법의 성능은 88%로 제안하는 방법보다 낮다. 그

림 7은 제안하는 기술이 적용된 결과 영상으로 그림 

2(a)의 영상 집합을 입력한 경우이며 기존방법의 결과 

영상인 그림2(b)와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

함을 가진다.

Table. 4 Results of the proposed method and existing  
method  

Proposed method Existing    method [8]

Lead time 170ms 576ms

Performance 100% 88%

Fig. 7 The proposed method’s result image

Ⅴ. 결  론

본 논문은 고해상도의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스

캐너에 적용하기 위한 이미지 스티칭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높이가 일정하고 흔들림이 보정되는 휴대형 

거치대를 통해 순서가 있는 영상 집합이 입력되기 때문

에 기존방법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고해상도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한다.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전처리 단

계를 거친 저대역 영상을 이용하며 속도 증진을 위하여 

샘플링 검색 방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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