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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영상을 빠르고 오류 없이 정합하기 위하여 정합과정의 전 처리로써 유사도 맵 생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화한 히스토그램을 통하여 영상간의 관계를 판별하게 된다. 두 영상의 

블록 히스토그램을 비교하여 영상 간의 유사성과 위치관계를 8 방향으로 판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도 맵에 

영상들을 정렬하게 된다.  유사도 맵의 생성으로 정합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 복잡도는 

낮아지게 되어 이후 정합과정에서 속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정합 방법으로 변형이 적은 영상을 

정합하는데 탁월한 성능과 속도를 보이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기존의 다중 영상 스티칭 알고리즘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를 확인 할 수 있고 결과 영상 또한 

오류가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커다란 화면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디스플레이 하고자 하는 영상 또한 

커지는 추세에 있다. 일반적인 카메라의 시야 각은 60 도에 

불과하여 무대 혹은 경기장과 같이 광활한 영역을 실감 나게 

전달하기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카메라가 다 각도, 

다 시점에서 찍은 영상을 합성하여 하나의 커다란 영상으로 

만들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SIFT)과 같이 불변 특정점을 검출하거나 

형태를 바탕으로 영상들을 합성 하는 방법이다. 특이점을 

영상합성에 이용하면 영상간의 합성을 하는 데는 매우 

유리하다. 매우 정확한 합성 위치를 연살 할 수 있으며 영상의 

변형에도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확도에 비례하여 비교할 

특이점과 처리할 정보 또한 많아지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리고 많은 연산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블록 기반 유사도 검사방법을 설명한다. 3 장에서는   

영상 관계 맵 생성 및 히스토그램 영상 정합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4 장에서는 실험 방법 및 결과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2. 히스토그램 매칭 
 

2.1 YUV 영상으로의 변환 

 
YUV 는 색상 표현 방식의 하나로써 휘도 신호인 Y 와 색차 

신호인 U, V 로 색을 표현한다. RGB 값을 YUV 로 변환하는 

식은 8bit 영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Y = 0.299 ∙ R + 0.587 ∙ G + 0.114 ∙ B 
U = (R − Y) ∙ 0.713 + 128 
V = (B − Y) ∙ 0.564 + 128 

RGB 방식에 비하여 YUV 를 사용하여 히스토그램 비교를 

수행하게 되면 색상과 형태를 분리하여 문턱 값을 설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2 히스토그램 블록을 이용한 유사도 검사방법 

 
히스토그램은 데이터의 분포를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서, 영상을 히스토그램 분석하면 영상 내의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히스토그램은 

영상 분석을 위한 중요한 척도이다. 따라서 히스토그램이 

유사한 두 영상은 유사한 영상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히스토그램 비교 계산 시 아래의 상관계수 식을 사용한다. 

𝑑(𝐻1,  𝐻2) =∑
∑ (𝐻1(𝑖) −  �̅�1)(𝐻2(𝑖) −  �̅�2)𝑖

√∑ (𝐻1(𝑖) −  �̅�1)
2

𝑖 × ∑ (𝐻2(𝑖) −  �̅�2)
2

𝑖
𝑖

 

이때�̅�𝑘 =
1

𝑁
∑ 𝐻𝑘(𝑗) 𝑗 , 표본평균 

히스토그램 비교 이후 비교한 결과값이 문턱 값을 넘는지 

판단하여 유사성을 검사하게 되는데 그 정도를 형태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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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Y 영역은 0.8, 색상의 정보를 가지는 U, V 는 0.5 로 

하였다. 

검사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영상을 입력 받는다. 

입력 받은 영상을 전체를 우선 히스토그램 비교한다. 이 때 

계산한 결과가 정해진 임계 값을 넘으면 두 영상은 유사도가 

매우 높아 거의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영상을 가로로 이분할, 세로로 이분할 

하여 분할된 영상끼리 히스토그램 분석하고 비교한다. 이를 

통해 두 영상의 위치관계에 관해 판단 가능하다. 

 

사진 2. 히스토그램 블록을 이용한 유사도 검사 예시 1 

사진 2 과 같이 1 번 영상의 아랫부분과 2 번 영상의 

윗부분을 히스토그램 비교하여 유사하다고 판정되면 2 번영상은 

1번영상의 1/2 만큼 겹쳐지면서 아래쪽에 위치한다고 판단한다. 

만약 반대로 1 번의 윗부분과 2 번의 아랫부분이 유사하다고 

판정되면 1 번의 위쪽에 2 번영상이 위치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진 3 히스토그램 블록을 이용한 유사도 검사 예시 2 

또한 사진 3 같이 1 번 영상의 왼쪽 부분과 2 번 영상의 

오른쪽 부분을 히스토그램 비교하여 유사도가 높다고 결과가 

나오면 2 번 영상은 1 번 영상의 1/2 만큼 겹쳐지면서 왼쪽에 

위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약 반대로 1 번의 오른쪽 부분과 2 번의 왼쪽 부분이 

유사하다고 판정되면 1 번의 오른쪽에 2 번 영상이 위치한다고 

판단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영상 간에 유사도가 있다고 판정되지 

않는다면 영상을 4 분할 하여 비교한다. 나눈 영상간의 

히스토그램 비교를 통해 두 원본 영상이 대각선 방향의 어느 

위치에 관계되는지 알 수 있다. 

 

사진 4. 히스토그램 블록을 이용한 유사도 검사 예시 3 

사진 4 를 보면 1 번 영상의 오른쪽 아랫부분과 2 번 영상의 

왼쪽 윗부분이 히스토그램 비교 시 유사도가 있다고 판정이 

됐다. 따라서 2 번 영상은 1 번 영상의 오른쪽 아래 대각선에 

1/4 만큼 겹치면서 위치하고 있다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진 5. 유사도 비교를 통해 확인 가능한 위치 관계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비교하면서 알 수 있는 위치관계는 

사진 5 와 같이 한 영상을 기준으로 총 8개로 할 수 있다. 전체 

알고리즘 진행을 플로우 차트로 나타내면 다음 순서도 1 과 

같다. 

 
순서도 1. Histogram Block Similarity Algorithm Flow chart 

 

3. 유사도 관계 맵 생성 및 영상 합성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동작한다. 먼저 비교하고자 하는 영상을 입력 받는다. 이때 

입력 받는 영상은 512x512 사이즈의 컬러 영상으로 한다. 이 

영상들의 데이터 표현 방식을 YUV 로 바꾸고 히스토그램 

분석하여 영상간의 유사도를 검사한다. 검사한 유사도를 

바탕으로 유사도 맵을 생성한다. 생성된 유사도 맵에서 주변의 

영상들과 히스토그램 블록을 단위로 하는 매칭을 수행한다. 

① 

② 

① 

②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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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된 결과를 가지고 영상을 합성하여 결과 영상을 출력한다. 

 

사진 1. System Block Diagram 

 

3.1 이미지 유사도 관계 맵 생성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유사도 검사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두 영상이 어느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 

결과값을 바탕으로 이미지 간의 유사도 관계를 나타내 주는 

이미지 맵을 생성하게 된다. 이미지 맵은 유사도가 존재하는 

영상들의 집합으로써 A 영상이 B 영상의 오른쪽을 촬영한 

영상이라면 맵 상에서 A 영상을 B 영상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만들어 진다. 

정합 과정의 전처리 과정으로써 이미지 맵을 생성하는 

것에는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n 개의 영상을 

입력하였을 때 이 영상을 합성하기 위한 검사 량은 O(n2)으로 

표현 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유사도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맵을 생성하게 되면 영상 합성을 위한 과정에 O(n)의 

연산량만이 필요하게 된다. 

이미지 관계 맵을 생성하기 위하여 먼저 영상들을 입력 

받는다. 영상을 입력 받은 후 첫 번째 영상을 가지고 입력된 

모든 영상들과 히스토그램 블록 기반 유사도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수행 중 두 영상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적 

위치를 받아 첫 번째 영상을 맵에 위치하고 이에 대한 상대적 

위치에 유사성이 존재하는 영상을 위치 시키게 된다. 한번 

유사한 영상을 찾은 영상에 대한 다른 영상과 검사를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영상과 모든 영상을 비교한 이후에는 첫 번째 

영상과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영상을 기준으로 유사성 

영상을 찾지 못한 나머지 영상들과 유사성 검사를 반복해서 

진행하게 된다.  

 

순서도 2. 이미지 맵 생성 알고리즘 플로우 차트 

이미지 맵 을 생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 맵 위 

하나의 구역에는 하나의 영상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히 동일한 영상이 아니라면 그 영상은 상대적 위치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두 영상이 매우 비슷하다면 다른 

영상 하나는 제거된다. 이를 위해서 정렬을 하게 되는데 과정은 

순서도 2 와 같다. 

만약 이미 이미지 맵에 영상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영상을 

삽입하게 되면 입력된 영상과 입력을 할 영상을 비교하여 맵에 

영상을 입력할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3.2 히스토그램 영상 정합 

 
유사도 맵을 생성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영상 정합을 

수행하게 된다. 정합을 할 때에는 유사도 맵에서 주변에 위치한 

영상들을 끼리 수행한다.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정합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된다.  

사진 6 은 1 번 영상과 2 번 영상을 정합하려는 예시이다. 

2 번 영상을 기준으로 두고 1 번 영상을 붙이게 되는데 이 때 

1 번 영상의 중앙 좌표를 2 번 영상에서 빨간 점으로 표시한 

위치에 놓는다. 위치는 2 번 영상의 중앙점을 (x,y)라고 하고 

영상 가로 길이의 1/2 를 size 라 할 때,(x-size, y-size), (x, 

y-size), (x+size, y-size), (x-size, y), (x, y), (x+size, y), 

(x-size, y+size), (x, y+size), (x+size, y+size)로 한다. 

영상을 각 위치에 놓은 후 겹치는 부분에 대하여 히스토그램 

비교를 수행한다. 가장 히스토그램 비교 값이 높은 위치를 

매칭이 잘된 위치라 가정하고 그 위치를 (x,y)에 대입한다. 

이후 size 를 2 로 나누어 위 과정을 size 가 1 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위치가 영상을 정합하게 될 

위치이다.  

 

사진 6. 히스토그램 영상 정합 예시 

 

4. 실험 방법 및 결과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512x512 해상도의 영상들을 실험 영상으로 

사용한다. 각 영상은 풍경 일부를 담고 있는 영상들이다. 실험 

환경은 Microsoft 사의 Microsoft Visual Studio 2013 과 

OpenCV2.4.10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현하고, 3.4GHz 의 

인텔 i7 프로세서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영상들은 다음 사진 

7 과 같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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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실험 영상 세트 

위 영상들을 입력으로 하여 이미지 유사도 관계 맵을 

생성하였다. 그 결과는 사진 8 과 같다. 

 

사진 8. 생성된 이미지 맵 

위 영상 생성에 걸린 시간은 943ms 이다. 맵을 살펴보게 

되면 각 영상이 유사한 관계성에 따라 정렬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히스토그램 영상 정합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사진 9 와 같다. 

 

사진 9. 정합 완료된 영상 

결과 영상을 생성하는데 걸린 수행 시간은 3,437ms 이다. 

결과 영상의 크기는 1721x974 의 크기이다. OpenCV 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Sticher 함수가 영상 2 개만을 정합하는데 

8700ms 의 시간이 필요한 것에 비하여 제안 알고리즘은 여러 

영상에 대하여 정합하는데 매우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다수의 영상간에 영상 정합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유사도 관계 맵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서로 다른 영상이 정합되는 경우도 막을 수 

있으며 연산 속도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만들어진 맵을 바탕으로 히스토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 

정합도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왜곡이 적은 영상을 빠르게 

정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전체 수행 시간은 기존의 

영상 정합 알고리즘보다 매우 빨랐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회전 및 변형에 

약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한다. 

 

* 본 논문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B0126-15-1013, 퍼즐형 Ultra-wide viewing 공

간 미디어 생성 및 소비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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