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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Seam Finder를 이용한 360 VR 이미지 스티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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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m Finding Algorithm for Stitching of 360 VR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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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티칭 기술은 고화질의 360 VR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기술들 중의 하나이다. 스티칭 기술의 성능을 저하시
키는 원인들에는 특징점 추출 과정의 오류, seam finding 과정에서 사용되는 마스크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오류, 각 영상들의 밝기 보
상 오류 등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합성되는 각 영상들 간의 시차(View Disparity)가 존재함으로써 스티칭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음부 탐색(seam finding)의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을 통해 기존 방법보다 개선된 마스크들을 제작하여 효율적인 이음부 탐색(seam finding)이 수행되
도록 하고, 그 결과 개선된 화질을 갖는 360 VR 영상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실시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제안된
기술이 시차 왜곡이 존재하는 영상 신호들을 합성하는 과정에 효율적이면서 동작 복잡도도 높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Abstract

VR (Virtual Reality) is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topics in the field of multimedia application system. The quality of the 
visual data composed from multiple pictures depends on the performance of stitching technique. The stitching module consists of 
feature extraction, mapping of those, warping, seam finding, and blending. In this paper, we proposed a preprocessing scheme to 
provide the efficient mask for seam finder. Incorporating of the proposed mask removes the distortion, such as ghost and blurring, 
in the stitched image.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outperforms other conventional techniques in the 
respect of the subjective quality and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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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60 VR은  영화, 공연, 스포츠, 게임, 부동산,  숙박시설, 
쇼핑, 소셜 커뮤니티 등에서 활용 가능한 차세대 주요 기술

이다. 360 VR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활용하여 3차
원 가상 공간을 구성하고, 네트워크 및 통신 기술을 이용하

여 가상현실 공간과 현재 공간 사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

며, 사용자에게 몰입형 시청각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감이 넘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기술이다[1]. 
이 360 VR 기술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부 기술들에는 3차원 공간을 2차원에 구성하는 영상처리, 
방대한 정보량을 통신하기 위한 압축 기술, 사용자에게 빠

르게 반응하기 위한 초고속 대용량 통신 기술 등이 필요한

데, 이러한 기술적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통신 인프라 기

술이 5G 이동통신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다[2].
360 VR 관련 연구는 세계 여러 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데, 최근에는 국제 표준화 단체 JVET(Joint Video Explo- 
ration Team) 및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등
에서 360 VR 비디오 신호의 표현 및 부호화 기술들에 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3]. JVET에서는 360 VR을 포함하

는 고해상도 HDR 비디오 영상을 H.265보다 더 효율적으

로 부호화하는 기술을 표준화하고 있고, 3D 좌표와 평면사

이 투영방법[4], 360 VR 코덱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화질

평가 지표와 실험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5]. 한편 MPEG
에서는 MPEG-I라고 명명된 표준화 분과에서 3DoF 및
3DoF+, Windowed 6DoF, 6DoF 등으로 구분되는 Immer- 
sive Video 신호의 표현 및 부호화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

고 있다[6].
360 VR 컨텐츠를 제작 및 압축 그리고 전송 및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첫 단계는 각 sub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들을

스티칭하여 360 VR 신호를 구성하는 단계로써, 이 부분의

성능이 나쁘면, 이후 과정인 부호화 과정, 재생 및 소비 과정

등의 성능 역시 나빠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

단계인 이미지 스티칭 과정을 올바로 구현함으로써 360 VR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360 VR 영상의 스티칭 과정에서, 각 세부 영상들의 밝기

가 너무 밝거나 어두운 경우, 움직이는 물체가 존재하는 경

우, 각 영상들 간에 시차(view disparity)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서는 합성된 영상의 품질이 저하되고, 이는 360 VR 서
비스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스티칭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W. Li, 
C. B. Jin, M. Liu, H. Kim, X. Cui[7]는 한 영상에서 여러

가지 2D 변환중 지역마다 가장 적절한 2D 변환을 수행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비슷한 연구로써, N. Li, Y. Xu 과
C. Wang[8]는 한 영상에 하나의 호모그래피만 계산하는 것

이 아니라, 영상 내에서 지역적으로 각각의 호모그래피를

계산하여 가장 적절한 호모그래피변환을 수행하도록 설계

했다. K. Y. Lee and J. Y. Sim[9]은 VR 동영상내의 움직이

는 물체들을 여러 시점에서 관찰하여 물체를 구성하는 각

픽셀이 적응적으로 2D 변환되도록 변환 모델을 설계했다. 
이렇게 스티칭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들 및 해결 방법들 중

에서, 영상들 간의 시차(view disparity) 문제를극복하는 문

제는 다른 제약조건 문제들에 비해서 중요성이 높고 해결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스러운 360 VR 
영상을 합성하기 위해, 세부 영상들 간의 시차 왜곡을 교정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내에 존재하는 물체들 간의 시차

(view disparity)로 인해 발생하는 스티칭 왜곡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복잡도가 낮은 전처리 과정을 제안하여 이음부

탐색(seam finding) 과정이 개선된 마스크를 제작하도록 하

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blending 과
정에서 경계의 어긋남이나 고스트(ghost) 발생 현상을피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같다. II 장에서는 360 VR 영상

을 스티칭하는 과정에서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아본다. III 장에서는 영상내물체들의깊이 정보가 스티

칭 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IV장에서는

제안하는 이음부 탐색(seam finding) 알고리즘에 대해 자세

히설명한다. V절에서는 기존 알고리즘들의 장단점을 간단

히 소개하고,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여 스

티칭된 영상들을 비교 분석하며, 이러한 실험 과정에서 측

정된 연산 시간 및 최대 소모메모리 크기를 비교한다. Ⅵ절
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의 적용 방

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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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60 VR 영상 스티칭 과정의 문제점 분석

1. 시차(view disparity) 발생으로 인한 스티칭 에러

360 VR 영상을 스티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하나는 동일한 물체의 다른겉보기 위치 차이가 존재하

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영상에서 물체의 공간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게 한다. 영상 정보에서 정지된 물

체의 겉보기 위치가변하는 것을 시차(view disparity)가 발

생한다고 한다. 시차가 얼마나 발생했는가는 카메라와 물

체사이의 거리에 따라달라진다. 그림 1에서예시로 설명하

듯이, 카메라에서 가까운 물체는 촬영된 영상마다 다른위

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카메라에서 멀리 존재하는 물체

일수록 겉보기 위치차이는 작아진다. 이는 시차가 발생한

이미지마다측정되는 물체의 평행 이동량이 다르기때문이

다. 이로 인해 스티칭 과정에서 사용되는 영상들간의 매핑

식이 카메라에서 멀리 있는 물체와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물체에 따라달라진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림 1 (d)에서

(a)

 

(b)

 

(c)

 

(d) 

그림 1. (a),(b),(c): 다양한각도로촬영된영상들에서시차가존재하는물체
들의 예, (d): 시차로 인한 스티칭 에러의 발생 예
Fig. 1. (a),(b),(c): Examples of objects captured with various directions, 
(d): Degradation resulting from view disparity in the stitched image

 

볼 수 있듯이, 스티칭된 이미지에서 물체가 잘리거나 고스

팅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2. 기존의 스티칭 알고리즘

본 절에서는 스티칭의 전체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시

차가 발생할때, 이 문제가 알고리즘에서 어떤영향을끼치

는지를 설명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추가과

정이 필요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에서 표현한 스티칭

그림 2. 스티칭 알고리즘
Fig. 2. Conventional stitch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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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의 첫 단계에서는, 영상별로 특징점을 추출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웃하는 이미지들 내의 특징점들을 서

로매칭시킨다[10]. 이 과정에서 매칭된 특징점들 간의 관계

를 가장잘표현하는변환방정식을유도하는데, 이를 esti-
mation of homography라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진

matrix 방정식을 이용하여, 이웃하는 영상들을 스티칭한다. 
이렇게 변환하여 합성된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warping이
라고 한다. warping이 수행된 후, 전체 이미지의 밝기를 비

슷하게 만드는노출보정 과정(exposure compensation)[11]을

거친다. 이렇게 합성된 영상에는 서로 다른 영상들을 합성

하면서 발생한 경계의 어색함이 존재하는데, 주로 영상들

의 오버랩 영역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어색함내지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오버랩 영역에서 핵심이 되는 중

요한 물체의 경계를 의미하는 seam을 찾고, 이를 이용하여

blending과정을 수행한다[12]. 이렇게 물체의 경계를찾는 과

정을 이음부 탐색(seam finding)이라고 한다. 이음부 탐색

(seam finding)은 픽셀의 에너지를 계산하여 고주파영역과

저주파 영역을 분리한다. 고주파 영역에는 사람이나 건물

등의 주요한 물체가 분포하고 저주파 영역에는 하늘이나

벽과 같은 배경이 분포한다. 오버랩영역에서 가장 저주파

인 화소 경로를 따라 물체의 경계선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13].
앞 절에서 그림 1을 이용해서 설명한 영상들간의 시차

(view disparity)는 homography matrix를 계산하는 과정에

도 성능저하를유발하고, 그 이후 과정인 warping 및 blend-
ing까지 성능 저하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웃하는

영상들간의 시차로 인한 왜곡 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영
상 내부 물체들의 깊이(depth) 정보를 이용하여 이음부 탐

색(seam finding)을 수행한다. 시차가 발생한 경우 이미지

내물체의 위치가 다르기때문에 동일한 물체가겹치지 않

거나, 물체가 확대되어 저주파영역으로 인식하여 물체가

경계에서 잘리는 등 기존의 이음부 탐색(seam finding)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차가큰영역(depth
가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이음부 탐색(seam finding)단계

이전의 특별한 신호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한된 알

고리즘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Ⅲ. 깊이 정보와 스티칭 과정의 관계

앞 절에서 설명한 시차(view disparity) 문제를 카메라로

부터 거리가 가까운 (낮은 depth 정보를 가진) 물체와배경

(깊은 depth값을 가진 화소들)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기술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화소들의깊이 정보

를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중요한 물체가 왜곡되지 않도

록 seam finder가 동작하도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이

음부 탐색(seam finding) 과정에서 overlap 영역 내의 물체

의 깊이값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seam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스테레오 카메라의 깊

이 추출방법을 스티칭 과정에 적용하는 이론적 배경을 설

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스테레오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에서는 삼각

측량법을 이용하여 카메라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

한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구도를 그림 3과 식 (1)로 표현

할 수 있다. 식 (1)에서 B는 렌즈 o와 렌즈 o'사이 거리, 
f는 카메라 초점거리이다. Z는 카메라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이며, x,x'는 각 카메라 렌즈 o와 o'에서 촬영된 영상

에서의 동일한 물체의 좌표이다. disparity는 동일한 물체

x의 겉보기 위치 차이이다. 물체가 카메라에 가까울수록

disparity가 물체가 카메라에서 멀어질수록 disparity가 작

아진다. 

그림 3. 삼각측량법
Fig. 3. Triang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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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 설명한 feature extraction 과정

을 통해 이웃한 영상들내에 존재하는 동일 물체 x의 위치

를 각 영상내에서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매칭된 특징점

(feature point)들의 쌍을 그림 3과 수식 (1)에 적용시켜 깊

이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정합되는 이웃영

상들간의 관계 및 호모그래피 매트릭스를 이용한 관계와

연관시켜 그림 4와 식 (2)로 표현할 수 있다. 

  ′  (2)

식 (2)에서 p는 img1에서 물체x의 좌표, p'는 img2에서

물체x의 좌표이고 H는 img1과 img2 사이의 호모그래피매

트릭스를 의미한다. O는 카메라 렌즈이고 disparity는 동일

한 물체 x의겉보기 위치 차이이다. disparity가 크면 시차가

검출된 영역이라고볼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시차가검출

된 영역에서는 스티칭된 영상내에서 해당물체들에 왜곡이

심하게 발생한다. 이 문제를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시차가검출된 물체는 이미지매칭쌍중 어느한쪽의 데이

터만 사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Ⅳ. 제안된 이음부 탐색(seam finding)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앞 장들에서 설명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해 제안된 이음부 탐색(seam finding) 알고리즘을 설명한

다. 본 장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앞서 그림 2에서 설명

한 기존의 스티칭 알고리즘의 단계들 중에서 ‘이음부 탐색

(seam finding)’ 과정 이전에 추가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이

다.

1. ROI 설정

앞서 설명한 그림 2의 기존 스티칭 알고리즘에서, 밝기

보상이끝난이웃영상들로부터 이미지매칭쌍들이 만들어

지면, 이 영상들 간의 오버랩 영역을 계산하고, 이를 ROI 
(Region of Interest)로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된 ROI 영역

이 이웃하는 원 영상들의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지를 계산

하여, 그 영역 부분을 잘라낸 후, 저장한다. 이렇게 저장된

영역 영상들을 subimage1과 subimage2로 명명한다. 그림
5는 이웃하는 영상 두 장이 stitching되는 관계와 이로 인한

ROI 영역, 그리고 이 ROI가 원래 이웃영상의 어느영역에

해당하는 지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서브이미지들을 추출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5. ROI 설정과 서브이미지 추출
Fig. 5. Extraction of subimages according to ROI

2. 서브 이미지들 간의 밝기값 차이 계산

그림 5에서 설명한 subimage1과 subimage2는 그림 2의
스티칭 알고리즘을 통해, 특징점쌍을 추출하고, 이 특징점

그림 4. 이미지 매칭쌍에 대한 삼각측량법 적용
Fig. 4. Triangulation method for the matched feature point 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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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들을 이용하여 두 영상들간의 warping 관계를 의미하는

호모그래피매트릭스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warping을 수

행한 영상들이다. 그런데, 이 영상들 내의 화소값들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III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당물

체들의깊이 정보가 호모그래피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과정

에 반영되지못했기때문이다. 이절에서는 ROI 영역과 관

련된 subimage1과 subimage2 사이의 화소값들의 밝기값

(Gray)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이 ROI 영역을 warping하는

과정에깊이 정보가충분히반영되었는지 여부를측정하게

된다. 이때, subimage1과 subimage2 사이의칼라 화소값들

을 비교하지 않고, 칼라 화소값을 gray 밝기값(Y)으로변환

시킨후, 이 밝기값들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림 2의 exposure compensation 과정에서 밝기값

을 보정시켰기때문에 밝기값들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

이 정확한 왜곡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밝기값들의 차이의절댓값이 임계값이상이

면 시차(view disparity)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ROI 내의

화소들간의 밝기값 차이들의 평균값을 라고

표현하면, 임계값은식 (3)과같이 나타낼수 있다. 이식에

서 는앞의 식 (2)에서 설명한 것처럼 warping 된
subimage들 간의 각 화소별차이 밝기값을 의미한다.  

는 두 개의 subimage들 전체에 대해서 화소별  값
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시차가 많

이 날수록 임계값이 작아지도록 설정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시차가 크게 존재한다고판단된 ROI에서는 개선된 마

스크를 제작한 후, 이 마스크를 이용하여 seam finder와
blending을 수행한다. 그림 6은 서브 이미지들의 밝기값과

이 밝기값들 간의 차이신호를 예제로 보이고 있다.

(a)
  

(b) 
 

(c) 
그림 6. (a) subimage1의밝기값, (b) subimage2의밝기값, (c) subimage1
과 subimage2의 밝기값의 차이영상
Fig. 6. Difference image between gray pixels in subimage1 and sub-
image2

 


(3)

3. 서브 이미지들과 원 영상들 간의 연속성 측정

앞의 과정을 통해 subimage들 간의 밝기값 차이가 크다

고 판단되면, 이는 view disparity가 크기때문에 발생한 현

상이며, 이런 상황에서 스티칭된 영상의 왜곡을 줄이기 위

해서는 두 subimage들 중에서 특정 서브 이미지를 선택해

서 사용해야한다. 
이때, 사용할서브이미지를 결정하기 위해 subimage1이

원래 image2와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티칭되는 지와 sub-
image2가 원래 image1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티칭되는

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는 subimage들의 경계값과 원

래 image들의 경계선에 위치한 화소값들 간의 차이를 비교

하게 되는데, 정확한측정을 위해컬러 화소값들 간의 차이

값을 계산한다. 그림 7은 subimage1이 원래 image2와얼마

나 자연스럽게 스티칭되는 지를측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그림 7. subimage1과 image2간의 연속성 평가
Fig. 7. Continuity Evaluation betwteen boundaries of subimage1 and 
image2

그림 8. subimage2과 image1간의 연속성 평가
Fig. 8. Continuity Evaluation betwteen boundaries of subimage2 and 
image1

 



662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3권 제5호, 2018년 9월 (JBE Vol. 23, No. 5, September 2018)

있으며, 이때부조화 정도를측정하기 위해서식 (4)를 이용

한다. 또한 그림 8은 subimage2이 원래 image1과얼마나 자

연스럽게 스티칭되는 지를측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

며, 이때부조화 정도를측정하기 위해서식 (5)를 이용한다.
위 과정을 통해 계산된 d1과 d2의값을 비교한 후, 더 작

은 d값을 가지고 있는 서브이미지를 해당 ROI를 구성할데

이터로 선택한다. 

4. 마스크의 재설정

앞절에서 설명한 과정을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im-
age1과 image2를 blending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마스크

 

(a)

(b)
 

(c)

그림 9. (a) ROI 영역에서 subimage2가선택된경우, (b) image1을위한
시차검출영역픽셀값이자워진마스크, (c) image2를위한시차검출영역
픽셀값이 보존된 마스크
Fig. 9. (a) Example of ROI constructed from image1 and image2, (b) 
Mask for image1, (c) Mask for image2

를 조정한다. 그예를 그림 9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9의
사진은 ROI 영역으로 사용될 데이터로 subimage2가 선택

된 예를 보여주고 있다. image1과 image2를 blending하는

과정에서 image2 내부의 subimage2가 ROI를 구성하게 되

기 때문에, 시차가검출된 픽셀에 해당하는 image1의 마스

크의값은 0의값을 갖도록 세팅된다. 이때삭제할픽셀에

대체 이미지로 결정된 image2의 데이터가 존재할때만 im-
age1의 마스크의 값을 0으로 바꾼다. 따라서 image1의 마

스크 값을 0으로 바꿨을때 두 마스크의값이 모두 0이 되

면 image1의 마스크 값을 바꾸지 않고 1로유지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그림9의 (b)가 시차 검출 픽셀에 해당

하는 마스크의값이 조정된 image1의 마스크이다. 그림9의
(c)는 image2의 마스크로, image2가 시차검출 영역의값이

1로 보존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조정된 마스크를 이용하여 이음부 탐색(seam 

finding)을 수행한다. 이음부 탐색(seam finding)을 수행하

는 방법은 기존의 이음부 탐색(seam finding)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용한다. 그림 10은 이음부 탐색(seam finding) 알
고리즘을 통해서 얻어지는 blending용 마스크들의 예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 10 (a)는 그림 2와같은 기존의 알고리즘

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들이고, (b)는 (a)의 마스크들을 이용

하여 이음부 탐색(seam finding)을 수행한 결과 얻어진

blending용 마스크들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마스크 제작 기법으로 얻어진 마스크들을 그림 10 (c)에
서 보여주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이음부 탐색(seam find-
ing)을 수행해서 얻어진 blending 용 마스크를 (d)에서 표시

하고 있다. 그림 10 (c)에서 표시한 마스크에서처럼,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disparity가큰픽셀이 지워지고남은 영역

이 너무 자잘하게 분포하면블렌딩이후 픽셀이 깨진 것처

럼 보이고 이미지매칭쌍의 두 마스크의값이모두 사용된

경우 고스팅을 일으킬수 있다. 따라서 (c)마스크셋으로 이

음부 탐색(seam finding)을 수행하여 너무 작은 영역은 병

합하고 양쪽 마스크의 데이터가 모두 사용되는 영역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seam finder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거

  
∈


∈

  (4)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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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마스크셋을 전달하면, seam finder에서 두 마스크의값

이 모두 1인 픽셀이 존재하는 충돌 영역에서 seam을 결정

한다. 충돌영역의 픽셀은 각 마스크의충돌하지 않는 픽셀

까지의 거리를 구해 가까운 쪽의 마스크에 합쳐진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마스크의병합 및 분리가 완료된다. 시차

가 보상된 최종 마스크가 그림 10의 (d)마스크 셋이다.  
그림 10에서 표시한 다양한 마스크 set들을 사용해서 영

상들을 합성한 결과를 그림 11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11 
(a)는 그림10 (b)의 기존의 마스크 set을 이용해서 합성된

결과 영상이고, 그림11 (b)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적용된 그

림10 (d)의 마스크 set을 이용하여 합성한 결과 영상이다. 
두 영상은 합성된 영상에서 이미지의 경계가 어떻게 다른

지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블렌딩을 수행하지 않고 제시

하였다. 그림 11 (c)와 (d)는 그림 11 (a)와 (b)를 만드는 과

정에 blending을 추가한 결과 영상이다. 이때 합성된 영상

의 품질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특정 영역을 확대해서

표시하고 있다. 

5. 제안된 알고리즘의 요약 및 정리

제안된아이디어의 알고리즘을 요약하자면 다음과같다. 
밝기 보상이 완료된 이미지 set의 오버랩 영역을 관심영역

으로 설정한다. 두 관심영역을 추출한 영상을 gray scale로
변환한 뒤 각 픽셀의 밝기 값의 차를 이용해서 disparity를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disparity가 문턱값보다 클 때, 제
안하는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문턱치보다 작을 때는 기존

방법을 사용하여 스티칭이 수행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이미지1의 관심영역이 이미지2의 관심영역

밖의 부분과 어울리는지 아니면 이미지2의 관심영역이 이

미지1의 관심영역 밖의 부분과 어울리는지 오버랩 경계에

서 RGB 변화량을 통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RGB 변화량

   (a)   

(b)  

 (c)  

(d) 
그림 10. (a) 기존방법에서사용되는마스크 set, (b) (a)를이용하여이음부
탐색(seam finding)을수행한결과마스크 set, (c) 제안하는기술로만든마스
크 set, (d) (c)를이용하여이음부탐색(seam finding)을수행한결과마스크
set
Fig. 10. (a) Conventional mask set, (b) Mask set resulting from seam 
finder using mask set of (a), (c) Mask set generated from the proposed 
algorithm, (d) Mask set resulting from seam finder using mask set of (c)

(a) (b) (c) (d)
그림 11. (a) Blending 과정 없이 그림 10 (b)의 마스크를 이용하여 스티창된 영상, (b) Blending 과정 없이 그림 10 (d)의 마스크를 이용하여 스티창된 영상,
(c) Blending 과정을적용하면서그림 10 (b)의마스크를 이용하여스티창된영상, (d) Blending 과정을적용하면서그림 10 (d)의 마스크를이용하여스티창된
영상,
Fig. 11. (a) The stitched image based on the mask of Fig. 10 (b) without blending, (b) The stitched image based on the mask of Fig. 10 (d) 
without blending, (c) The stitched image based on the mask of Fig. 10 (b) with blending, (d) The stitched image based on the mask of Fig. 10 
(d) with b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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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안된 아이디어의 알고리즘
Fig. 12. Proposed algorithm

이 작은 경우가 이미지1의 관심영역과 이미지2의 관심영역

밖 부분을 사용한 경우라면, 이미지2의 마스크에서 dis-
parity가 제안된 threshold보다 큰 픽셀을 삭제한다. dis-
parity가 threshold 이상인 픽셀은 삭제되고 threshold 이하

인 픽셀은 마스크에서 삭제되지 않은 마스크가 전달되어

기존 이음부 탐색(seam finding) 방법이 수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 12에서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Ⅴ.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이용하여 스티칭을 실

행했을때, 스티칭된 결과 영상들을 비교하고, 연산 시간과

최대 소모 메모리 크기를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기존 방법들의 성능들과 비교하기 위해

서 다음과같은 두 개의 기존 알고리즘들을 구현하여 성능

을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서 고려된 기존 알고리즘들 중에 하나인 ‘보로

노이(Voronoi) 그래프 컷 알고리즘’[14]은 특징점들을 seed
로 clustering하여 보로노이(Voronoi) 다이어그램을 구성한

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주요물체와 배경을 구분하며, 
이 영역 간 경계가 seam이 되어 주요물체를 보존하는 방법

이다. 소요되는 메모리나 연산시간에 비해 주요물체를 잘

보존하지만 ‘최대 유량(Max-Flow) 그래프 컷 알고리즘’에
비해 오버랩 경계에서는 물체가 잘리는 단점이 있다. 추가

로 고려된 기존 알고리즘인 ‘최대 유량 그래프 컷 알고리

즘’[15]에서는 각 픽셀을 노드로 그래프를 구성한다. 픽셀의

에너지를 간선의 유량으로 고려하며, 주요 물체를 구성하

는 노드에서 배경을 구성하는 노드까지 최대 유량을 흘려

보내면배경을 구성하는노드까지 도달하지못하고 간선들

을채우게 된다. 그 간선들은 최소 손실 비용으로 고려되며, 
최소 비용 간선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물체와 배경을 구분

한다. 물체를온전하게 보존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지셋

의 모든 이미지마다 이미지의 화소로 트리를 구성하고 최

대 유량을 계산하게 되므로 메모리와 연산 시간이많이 소

모 된다. ‘보로노이 그래프 컷 알고리즘’[14]은 연산 시간과

소모 메모리는 적은 편이지만 물체의 어긋남이 심한 편이

고 ‘최대유량 그래프 컷알고리즘’[15]은 물체는 잘보존되

지만 연산 시간과 소모메모리 크기가매우많다. 또한 ‘보
로노이 그래프 컷 알고리즘’보다 ‘최대 유량 그래프 컷 알

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는 이미지 세트의 종류가 더 적다. 
즉 ‘보로노이 그래프 컷 알고리즘’이 적용된 결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최대 유량 그래프 컷 알고리즘’
이 적용된 결과영상을확인할수없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비교하려는 모든 알고리즘들을 적용할 수 있는 실

험 영상들에 대해서만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에서는 (a) ‘보로노이 그래프 컷 알고리즘’만 적용하는 실

험, (b) ‘최대 유량 그래프 컷 알고리즘’만 적용하는 실험, 
(c) 제안하는 마스크 제작 알고리즘과 ‘보로노이 그래프컷

알고리즘’을 모두 적용하는 실험 등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테스트 영상들은 삼성 갤럭시 S6의

Samsung SM-G920K 카메라로빛이충분한 실내에서 촬영

되었다. 초점거리는 4.30mm이고노출 시간은 1/20초로 통

일되어 있다. 그림 13의 영상은 1080x1080 ‘연구실 풍경’ 
jpg 영상 3장을 스티칭한 결과영상이다. 그림 14는 531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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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 ‘복도 풍경’ jpg 영상 71장을, 그림 15은 5312x2988 
‘의자’ jpg 영상을 스티칭한 결과 영상의 일부이며, 그림 16
은 ‘거실’ jpg 영상들을 스티칭한 결과 영상들이다. 
그림 13에서볼수 있듯이, 기존 알고리즘을 사용한 그림

13의 (a)에서는 펜과 손이 잘린것이 보이고, (b)에서는펜

이 이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이 적용된 영

상 (c)에서는 물체와 손이온전히보존되었음을볼수 있다.
그림 14에서볼수 있듯이, 기존 알고리즘을 적용한 그림

14의 (a)와 (b)에서는 기둥의 윗 부분이 어긋나고 그림의

왼쪽 벽면의 포스터와 문이 어긋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이 적용된 (c)에서는 기둥과 문, 포스터 등

의 물체가 온전하게 보존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이 적용된 영상 (c)에서

는 보로노이 그래프컷알고리즘이 적용된 (a) 영상과 최대

유량 그래프 컷 알고리즘이 적용된 영상 (b)와 달리 물체

전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제안하는 방법

(a)

 

(b)

 

(c)
그림 13. ‘연구실풍경’ 영상에대해기존기술들과제안기술을적용하여스티칭된이미지들, (a):보로노이 그래프컷알고리즘, (b):최대유량그래프컷알고리즘, 
(c):제안된 아이디어와 보로노이 그래프 컷 알고리즘
Fig. 13. ‘Research Laboratory’ Images resulting from various stitching algorithms, (a) Voronoi Cut Algorithm, (b) Max-flow Graph Cut Algorithm, 
(c) The proposed algorithm combined with Voronoi Graph Cut Algorithm

(a)

 

(b)

 

(c)
그림 14. ‘복도풍경’ 영상에대해기존기술들과제안기술을적용하여스티칭된이미지들, (a):보로노이 그래프컷알고리즘, (b):최대유량그래프컷알고리즘, 
(c):제안된 아이디어와 보로노이 그래프 컷 알고리즘
Fig. 14.  ‘Aisle’ Images resulting from various stitching algorithms, (a) Voronoi Graph Cut Algorithm, (b) Max- flow Graph Cut Algorithm, (c) The 
proposed algorithm combined with Voronoi Graph Cu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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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 (c) 결과에서도 기존 기술을 적용한 결과 영상

(a)와 마찬가지로 경계에서 책상이 끊어지는 등 여전히 개

선해야할 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개선해야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의 실험 결과 영상들 중에서, 그림 15는 영상 내에 고

주파성분이많기때문에, 저주파성분이많은 영상들인 그

림 13과 그림 14의 결과가 그림 15보다 화질개선 효과가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 내의 의자 부분에서

왜곡이 심하게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림
15에서 두 영상의 오버랩 영역의 경계에서 고주파 성분이

많으면 두 RGB 변화량이 비슷한값을 가져 subimage들 중

에서 어떤 영상이 스티칭에 더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였다. 같은 이유로 그림

13와같이 시차가 발생하는 물체가 가까울때(depth가낮을

때)가 물체가 멀때(depth가깊을때)보다 오버랩영역의 경

계에서 고주파 성분이 적어져 시차검출 영역의 대체 이미

지로 올바른 subimage가 선택되었다. 따라서 제안된 아이

디어가 적용된 알고리즘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6은 시차가 적게 발생한 이미지 셋에 대한 실험

(a)

 

(b)

 

(c)
그림 15. ‘의자’ 영상에 대해 기존 기술들과 제안 기술을 적용하여 스티칭된 이미지들, (a):보로노이 그래프 컷 알고리즘, (b):최대 유량 그래프 컷 알고리즘, 
(c):제안된 아이디어와 보로노이 그래프 컷 알고리즘
Fig. 15. ‘Chair’ Images resulting from various stitching algorithms, (a) Voronoi Graph Cut Algorithm, (b) Max-flow Graph Cut Algorithm, (c) The 
proposed algorithm combined with Voronoi Graph Cut Algorithm

(a)

 

(b)

 

(c)
그림 16. ‘거실’ 영상에 대해 기존 기술들과 제안 기술을 적용하여 스티칭된 이미지들, (a):보로노이 그래프 컷 알고리즘, (b):최대 유량 그래프 컷 알고리즘, 
(c):제안된 아이디어와 보로노이 그래프 컷 알고리즘
Fig. 16. ‘living room’ Images resulting from various stitching algorithms, (a) Voronoi Graph Cut Algorithm, (b) Max-flow Graph Cut Algorithm, (c) 
The proposed algorithm combined with Voronoi Graph Cut Algorithm



손희정 외 1인: 개선된 Seam Finder를 이용한 360 VR 이미지 스티칭 기술   667
(Hui-Jeong Son et al.: Advanced Seam Finding Algorithm for Stitching of 360 VR Images)

결과 영상이다. (a)와 (b)영상은 기존 알고리즘들이 적용된

결과이고 (c)는 제안된 아이디어가 적용된 결과 영상이다. 
시차가 적은 경우 제안된아이디어에 의해삭제되는 픽셀이

적기때문에 제안된아이디어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그래프

컷 알고리즘이 적용된 영상과 같은 결과영상을 얻는다. 
그러나 제안 방법에서는 두 ROI 영상의 밝기값의 차이

로만 시차왜곡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충분한 밝기 보상

이 이루어져야한다. 밝기 보상이충분하지 않거나잘못수

행된 경우 그림 16의 실험 이미지 set과같이 실제 영상에서

disparity가 없어도 시차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물체의끊

김, 고스팅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

로 그림 16의 (c)에서도 (a)와달리 오디오 부분에서 고스팅

이 일어난 부분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
표 1, 표 2, 표 3은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의 결과를

얻기 위한 실험에서 소모된 연산 시간과 최대 메모리 크기

를 비교한 것이다. 스티칭하려는 사진 개수가 적을때는 세

알고리즘모두 비슷한 연산시간과 메모리 양을 소모했지만, 
사진의 개수가증가할수록 ‘최대유량 그래프컷알고리즘’
은 다른 알고리즘들 보다 2배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했고, 

Voronoi Graph 
Cut Algorithm

The proposed 
algorithm 

combined with 
Voronoi Graph 
Cut Algorithm

Max-flow Graph 
Cut Algorithm

Consumed 
Time (sec) 0.015 0.039 0.269

Consumed 
Memory (MB) 50.3 51.8 56.9

표 1. 그림 13의 알고리즘 별 연산 시간과 메모리 소비량 비교
Table 1. The time and memory consumed to stitch images by various 
algorithms for images of Figure 13 

Voronoi Graph 
Cut Algorithm

The proposed 
algorithm 

combined with 
Voronoi Graph 
Cut Algorithm

Max-flow Graph 
Cut Algorithm

Consumed 
Time (sec) 2.171 6.295 264.756

Consumed 
Memory (MB) 202.0 204.0 532.1

표 2. 그림 14의 알고리즘 별 연산 시간과 메모리 소비량 비교
Table 2. The time and memory consumed to stitch images by various 
algorithms for images of Figure 14

Voronoi Graph 
Cut Algorithm

The proposed 
algorithm 

combined with 
Voronoi Graph 
Cut Algorithm

Max-flow 
Graph Cut 
Algorithm

Consumed 
Time (sec) 2.246 6.836 236.670

Consumed 
Memory (MB) 195.8 205.6 538.0

표 3. 그림 15의 알고리즘 별 연산 시간과 메모리 소비량 비교
Table 3. The time and memory consumed to stitch images by various 
algorithms for images of Figure 15

훨씬 긴 연산 시간을 소모했다. 제안된 기술과 ‘보로노이

그래프컷알고리즘’을 적용했을 경우, 복잡도나 메모리 소

모량이 ‘보로노이 그래프컷 알고리즘’만을 사용했을 경우

와 거의 비슷했다.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리고표 1 ~ 3의결과를근거

로판단할때, 연산시간이나 메모리를적게소모하면서, 시차

(view disparity)에강인한 스티칭 알고리즘은 제안된 기술과

‘보로노이 그래프 컷 알고리즘’을 결합한 방법이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60 VR의 중요성과 연구동향에 대해 살

펴보고 VR 영상을 구성할때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알아보

았다.  360 VR 영상의 품질을 저하 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시차가 스티칭의 과정인 이음부 탐색(seam finding)에서 어

떻게 에러를 발생시키는지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 과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시차로 인한 스티

칭 에러의 개선 방법으로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영역에서

는 개선된 마스크를 제작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기존 알

고리즘과 제안한 기술들이 적용된 실험결과 영상들, 그리

고 연산시간과 최대 소모 메모리 양을 비교한 표들을 제시

하여 스티칭 에러가 개선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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