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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일반 인 촬  환경에서 모델(model)을 찰하는 카메라의 기하학  변환을 고려하여 

모델의 크기와 계없이 장감 있는 객체 노라마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먼

 상 모델을 심으로 한 카메라의 수직회   수평회  이동과 같은 기하학  변환을 기반으로 나팔 

형태의 노라마 공간을 모델링한다. 다음으로 생성한 노라마 공간에 상들을 정렬  정합하여 매핑

(mapping) 시킴으로써 객체 노라마를 생성한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를 하여 일반 으로 특수 

장비 없이는 객체 노라마를 생성하기 어려운 형 모델을 상으로 상을 촬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결과 으로 제안한 방법으로는 주로 특수 촬  공간 내에서 생성해야 하던 객체 노라마를 모델의 

크기에 계없이 일반 인 촬  공간 내에서도 효과 으로 생성할 수 있었다.

 
■ 중심어 :∣객체 파노라마∣나팔형태의 파노라마 공간∣파노라마 공간 모델링∣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generating a realistic object panorama by considering  

geometric transformations of camera views in a general photographing environment. In the 

proposed method, we first model a trumpet-shape panorama space based on geometric 

transformations of camera, such as vertical rotation and horizontal rotation movement around 

a target model. We then generate an object panorama by mapping model images to the 

trumpet-shape panorama space.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a large size model, which is quite difficult for us to generate 

the object panorama without special equipments in general.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effectively generate an object panorama, which is usually generated 

in a special photographing environment, regardless of the size of target model.

■ keyword :∣Object Panorama∣Trumpet-shaped Space∣Panorama Space Modeling∣

 

    

* 본 연구는 2010년도 경원 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융합고 인력과정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 2010-C6150-1001-0005).

수번호 : #101021-005 

수일자 : 2010년 10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2월 09일

교신 자 : 조진수, e-mail : jscho@kyungwon.ac.kr



나팔 형태의 공간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객체 파노라마 생성 방법 19

I. 서 론 

가상 실 시스템에서 가상환경은 3차원 그래픽 기반

으로 만들어져 있어 복잡한 모델링 작업과 실시간으로 

가상환경을 만들어내기 한 특별한 용도의 값비싼 하

드웨어가 필요하며, 상의 복잡도가 제한되어 실감 

있는 가상환경표 이 어려웠다. 이에 비해 실세계의 환

경으로부터 표 된 노라마 상을 이용하여 가상환

경을 표 하게 되면 특별한 용도의 값비싼 하드웨어의 

필요 없이 실시간 표 이 가능하게 되었다[1].

노라마를 이용한  방법은 일반 카메라로 촬 한 여

러 장의 상들을 정렬시킨 다음, 정렬된 상들을 하

나의 커다란 상으로 재구성[2]하여 노라마 공간모

델에 해 워핑(warping)[3]을 수행하여 노라마 상

을 생성한다. 이 때, 노라마 공간모델은 카메라의 촬

환경을 고려하여 모델링되며, 목 에 따라서 배경을 

찰하기 한 배경 노라마 공간모델과 객체를 찰

하기 한 객체 노라마 공간모델로 나  수 있다.

먼  배경 노라마의 공간 모델링은 [그림 1-(a)]에 

보인 바와 같이 고정된 치에서 카메라의 회 을 통하

여 상들을 촬 하고, 촬 한 상들이 연속 임을 가

정하여 다각형의 공간 형태를 (b)와 같이 곡선(혹은 곡

면)형태로 근사화 한다. 그리고 이에 카메라의 거

리와 상의 크기를 기반으로 (c)와 같은 형태의 노

라마 공간(구, 실린더 형태)으로 모델링한다[4][5]. 

배경 노라마는 사용자의 시 에서 배경을 실감 

있게 찰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합한 환경을 제

공해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에, 가상공간 내 특정 

객체에 해서는 극히 은 정보만을 제공한다. 객체 

노라마는 이러한 배경 노라마의 단 을 보완하기 

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객체 노라마를 한 공간 

모델링은 단순히 배경 노라마의 공간모델을 이용하

고 있으며, 특정한 촬  공간 내에서 객체를 회 해가

면 상을 촬 한 후, 이를 순차 으로 보여주는 수

에 머물러 있다[4]. 이러한 객체 노라마 생성 방법으

로는 단순한 소형 모델에 해서는 손쉽게 노라마를 

생성할 수 있지만, 형 모델이나 석탑  박물 의 

시품과 같이 가치성이 높은 모델들에 해서는 촬 을 

한 공간을 설치하기가 어렵고, 특히 모델 자체를 회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객체 노라마를 생성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의 객체 노라마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 배경 노라마의 공간을 모델링하

는 방법을 응용하여, 일반 인 환경에서도 객체의 크기

에 상 없이 객체에 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새로운 형태의 노라마 공간을 모델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객체 노라마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그림 1. 파노라마 공간 형태의 모델링 과정

본장에 이어 2장에서는 카메라의 촬 환경을 기반으

로 객체를 찰하기에 합한 공간 형태를 모델링하고, 

이에 촬 한 상들을 매핑(mapping)하여 객체 노라

마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제

안한 방법의 평가를 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

막 4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II. 나팔 형태의 객체 파노라마 영상 생성

본 장에서는 객체 노라마를 생성하기 해서 먼  

카메라의 촬 환경을 고려하여 객체를 심으로 한 

노라마의 공간 형태를 결정하는 방법과 이를 모델링 하

는 과정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객체를 촬 한 상들을 

정합하고, 정합한 상을 노라마 공간모델에 매핑

(mapping)시켜 사용자가 찰할 노라마 상을 생성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2.1 객체 관찰을 위한 파노라마 공간의 형태 결정

일반 으로 노라마 공간 모델링은 카메라의 치, 

수직  수평 각도와 같은 촬 환경에 매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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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찰하기 한 노라마의 공간모델과 같은 경

우에는 고정된 카메라의 치에서 주 의 상들을 촬

하기 때문에, 모델링 할 시에 촬  각도만을 고려하

여 원통이나 구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노라마 공간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객체를 찰하기 한 노라

마 공간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배경 노라마와는 다르

게 카메라의 촬  각도([그림 2(a)])뿐만 아니라 카메라

가 이동하는 치([그림 2(b])를 고려하여 공간의 형태

를 모델링 해야만 한다.

그림 2. 객체를 관찰하는 카메라의 촬영환경

그림 3. 나팔 형태의 파노라마 공간모델

객체를 찰하기 한 촬 환경에서 카메라의 기하

학  변환은 [그림 3]에 보인 바와 같이 크게 카메라를 

기 으로 한 수직회 ([그림 3(a)])과 객체를 기 으로 

한 카메라의 수평회  이동([그림 3(b)])으로 나  수 

있다. 먼 , 고정된 치에서 카메라의 수직회 을 통하

여 객체를 촬 할 시에는 상들은 카메라의 거리 

치에 생성된다. 그리고 연속 인 수직회 을 통해 촬

한 상들은 ([그림 3(c)])의 좌측 상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의 궤도를 따르는 곡면을 형성한다. 한, 이러

한 상들을 객체를 기 으로 동일한 거리에서 연속

으로 수평회  이동을 하여 촬 하면, 최종 으로는 

([그림 3(c)])의 우측 상과 같은 나팔형태의 입체 인 

노라마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카메라의 촬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나팔형태

의 노라마 공간을 모델링 하고, 이를 기반으로 객체 

노라마 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2 객체 파노라마 공간 모델링

나팔형태의 노라마 공간은 [그림 4]와 같이 객체 

내부의 심과 카메라의 거리에 의해 서로 다른 반

지름을 가지는 원들의 집합으로 형성된다.

그림 4. 원의 집합으로 형성한 객체 파노라마

이 때, 객체 내부의 최하단의 원에 한 반지름은 객

체를 지면과 수평하게 촬 한 상의 비(Iw)로 결정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정된 카메라의 수직회 에 의해 

높이별로 변화되는 객체 내부의 원에 한 반지름은 카

메라의 거리(Fc)를 이용하여 다음의 수식(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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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한, 객체를 촬 하는 수직 회  각도는 최소 0 °부

터 최  90° 사이임으로 수식(1)을 이용하면, 수식(2)와 

같이 나팔 형태의 노라마 공간을 모델링 할 수 있다. 

다음의 수식에서 x, y, z는 3차원 공간의 좌표 값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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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과 으로 정의한 수식들을 통하여 [그림 5]에 나타

낸 바와 같이 객체를 촬 하는 카메라의 환경을 고려한 

나팔형태의 노라마 공간(이하 객체 노라마 공간 혹

은 공간모델)을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림 5. 객체 파노라마 공간 모델링

2.3 수직회전을 통해 촬영한 영상들의 정합

객체 노라마 공간을 모델링 할 시에 카메라의 수직 

회  각도에 한 촬 환경을 용하 다. 이는 노라

마 상을 생성하기 하여 촬 한 상을 시 변환 없

이 정합하여 사용할 경우, 상에 공간모델의 수직 회

각과 실제 촬  시의 수직 회 각이 복되어 용됨

으로써 상에서 왜곡이 발생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러한 왜곡을 방지하기 해 [그림 6]을 기반으로 다음

의 수식 (3)부터 수식(5)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카메라

의 수직 회 각을 산출하고, 산출한 회 각을 기반으로 

객체 상들을 x-y 평면에 사 하여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합한다.

객체를 기 으로 고정된 치에서 수직 회 하여 촬

한 상들([그림 6(a)])은 [그림 6(b)]에 보인 바와 같

이 각 상들의 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경계선

을 기 으로 정합된다[6]. 그리고 이는 [그림 6(c)]와 같

은 기하학  계를 가지게 되며, 다음의 수식(3)을 통

하여 카메라의 치에서부터 두 상(I0, I1)이 정합된 

경계선까지의 거리(dC-D)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림 6. 수직 촬영된 영상들의 기하학적 관계






 



             (3)

수식 (3)에서 Do는 수직 촬 한 두 상의 첩 역

에 한 길이를 나타내고, Ih와 Fc는 각각 상의 높이

와 카메라의 거리를 나타낸다.

수식 (3)의 과정을 통하여 카메라의 치부터 경계선

까지의 거리를 산출함으로써, 다음의 수식(4)를 통하여 

카메라의 수직회  각도(⊖x)를 도출할 수 있다. 

  

 









 





 






     (4)

그리고 도출한 ⊖x를 수식(5)에 용하여 상 I1을 

x-y 평면에 사 하여 IP를 생성한다.



 





                   (5)

수식(3)부터 수식(5)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I1을 사

한 상인 IP를 생성하고, 이를 x-y 평면과 평행한 I0 

에 정합함으로써, 노라마 공간모델에 상을 매핑할 

시에 수직 회 각이 복 용 되지 않게 하는 정합 

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고정된 치에서 

수직회 을 통하여 촬 한 상들을 모두 정합한 상

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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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식(6)에서 I는 고정된 치에서 객체를 수직 회

하여 촬 한 상들을 모두 정합한 상(이하 정합

상)을 나타내며, I0는 최 의 카메라 시 에서 객체를 

촬 한 상으로 정합의 기 이 된다. 그리고 In은 순차

으로 수직회 각을 높여가며 촬 한 상을 나타내

고, ⊖n은 I0과 In이 이루는 사이각을 나타낸다.

2.4 객체 파노라마 공간과 정합영상의 매핑

장방형의 정합 상을 나팔형태의 공간모델에 해 

매핑하면, 모델을 구성하는 원의 둘 가 정합된 상의 

비보다 크고, 모델의 상층부로 갈수록 원의 지름이 

상의 비보다 커지기 때문에  노라마 공간 표면에

는 많은 홀(hole)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홀의 

발생을 방지하기 하여 [그림 7]을 기 으로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장방형의 정합 상을 노라마 공간모

델의 표면에 합하게 매핑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다.

그림 7. 공간모델의 단면에 대한 정합영상의 변환 과정

먼  노라마 공간모델의 표면을 생성하기 하여 

공간모델로부터 단면을 추출한다. 그리고 수식(1)을 이

용하여 각각의 높이에 한 원의 둘 (원주)를 산출하

고,  추출한 단면의 비를 높이별(Fcsin⊖)로 산출한 

각각의 원주에 맞추어 확장시킨다([그림 7(a)]). 확장된 

단면은 노라마 공간모델의 체 표면을 나타낸다. 이 

때, 카메라의 가시 역은 공간모델을 바라보는 시 을 

기 으로 공간모델 표면의 법선벡터가 최  ±90°인 표

면들만을 볼 수 있고[7], 이는 원주의 반에 해당함으

로 확장한 모델 단면의 비를 반으로 인다. 다음

으로 정합한 상을 확장한 모델 단면에 맞추어 비를 

확장시킴으로써, 공간모델의 표면 형태와 동일하게 변

형한 정합 상을 생성할 수 있다([그림 7(b)]). 그리고 

변환된 정합 상 내에 발생하는 홀들은 일차보간을 

수행하여 채운다.

본 과정을 통하여 생성한 정합 상은 [그림 8]을 기

으로 다음의 수식(7)부터 수식(10)까지의 과정을 통

하여 공간모델의 표면에 홀이 생기지 않게 픽셀 단 로 

매핑이 가능하다.

그림 8. 정합영상과 공간모델 간의 매핑 과정

[그림 8]은 x-z 평면에 해 확장된 정합 상과 공간

모델간의 기하학  계를 보여 다. 이를 기반으로 정

합 상과 공간모델을 매핑할 기 을 생성하기 해

서, 먼  정합 상의 좌우 끝의 두 (PI1, PI2)과 이 두 

이 공간모델을 구성하는 원에서 매핑될 지 인 두 

(PO1, PO2)을 기 으로 다음의 수식(7)과 같은 직선들

(l1, l2)을 생성한다. 

    





   




     (7)

그리고 수식(7)의 두 직선을 x에 해 정리하면 수식

(8)과 같이 두 직선의 교차 (PC)을 정의할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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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산출한 교차  PC와 PI1부터 PI2사이의 픽

셀을 나타내는 임의의  Px와의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

의 수식(9)와 같이 도출하고, 











  







 

 ≤ ≤ 


  


 

        (9)

이를 수식(10)의 x-z 평면 에서 공간모델을 구성하

는 원의 방정식에 용함으로써, 정합 상의 픽셀을 모

델 표면에 치시킬 수 있다.

     

              (10)

결과 으로 본 과정을 객체를 구성하는 원들과 정합

상에 해 높이별(Fcsin⊖)로 용함으로써, 정합

상을 공간모델의 표면에 홀이 발생하지 않게 매핑 시킬 

수 있다.

2.5 객체 파노라마 영상 생성

카메라의 치에서 볼 수 있는 객체 노라마 공간의 

표면 정보는 카메라의 시  벡터와 공간모델의 표면 법

선 벡터와의 사이각이 0°부터 ±90°인 역으로 제한된

다[7]. 즉, 이는 [그림 9]를 기 으로 카메라의 치(Pc)

에서 찰할 수 있는 노라마 공간모델의 역은  

Pl1과  Pr1 사이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용자가 찰

할 객체 노라마 상을 생성하기 해  Pl1과  

Pr1의 x축 좌표를 산출한다. 

그림 9. 객체 파노라마 영상 생성

먼  [그림 9]에서 삼각형 oPcPr1과 삼각형 oPr2Pr1은 

직각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는 ⊖A 와 ⊖C

가 동일한 크기의 각도임을 보여주며, 이를 이용하여 

Pr1의 x축 좌표는 rcos⊖A 혹은 rcos⊖C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삼각형 oPcPr1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용하여 cos⊖C를 다음의 수식(11)과 같이 반지름(r)과 

거리(Fc)로 나타낼 수 있으며,




 











       (11)

이를 이용하여  Pr1과  Pl1 의 x축 좌표 값을 수

식(1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2)

최종 으로 객체에 해 사용자가 찰할 노라마 

상은 노라마 공간모델을 구성하는 원들에 해 높

이별(Fcsin⊖)로 Pl1과 Pr1의 사이에 있는 픽셀들을 [그

림 9]에 보인 바와 같이 객체 노라마 상 평면에 사

시켜 생성한다.

III.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실험하기 하여 객체

에 한 상은 객체를 기 으로 카메라를 수평회  이

동을 하고, 이동된 치에서 카메라를 기 으로 수직회

 촬 을 수행하여 획득하 다. 한, 이를 기반으로 

객체 노라마를 생성할 수 있는 컴퓨터 로그램을 구

하 다.

영상크기
346x2

30

반지름

(r)
173

초점거리

(Fc)
850

수평회전 

이동각도
수직회전 각도( 수식(4)의 ⊖x)

0° 0 5.12 7.00 4.04 4.72 5.66 5.39

45° 0 5.66 4.04 5.39 5.12 5.25 4.18

90° 0 3.77 5.66 5.66 4.58 5.12 5.66

135° 0 5.25 5.66 4.85 4.98 3.23 6.60

180° 0 4.72 6.20 5.39 4.45 5.12 5.25

표 1. 천수사 석탑에 대한 실험환경(단위: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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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카메라의 위치에서 관찰한 객체 파노라마 영상

[표 1]은 천수사의 석탑을 기 으로 카메라를 약 

22.5°씩 수평회  이동하고, 이동된 치에서 카메라를 

기 으로 수직회  촬 하여 획득한 상들의 촬 환

경을 보여 다. [표 1]에서 나타낸 반지름(r)과 거

리(Fc)는 상의 크기와 카메라의 라미터[8]를 이용

하여 산출하 고, 이를 수식(2)에 용함으로써 석탑에 

한 객체 노라마 공간을 모델링하 다. 그리고 수직

회  각도(⊖x)는 촬 한 수직회  상들과 x-y 평면 

간의 사이각을 수식(3)과 수식(4)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를 보여 다. 산출한 ⊖x를 수식(6)에 용하면 [그

림 10]과 같이 카메라의 촬  각도를 고려한 정합 상

들을 획득할 수 있다.

한 [그림 11]은 정합 상들을 생성한 공간모델의 

단면에 해 변환한 결과를 보여주며, [그림 12]는 [그

림 11]에 수식(7)부터 수식(12)까지의 과정을 용하여 

최종 으로 사용자가 찰할 천수사 석탑의 객체 노

라마 상의 체를 보여 다. 이를 가상환경 내에서 

사용자의 치를 카메라의 치와 동일하게 한 후, 객

체를 찰 했을 때의 노라마 상들을 [그림 13]에 나

타내었다.

그림 10. 수직회전 촬영한 영상들의 정합영상

그림 11. 파노라마 단면에 대한 정합영상 변환

그림 12. 객체 파노라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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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의 (a), (b), (c), (d)는 수직회  각도를 5° 단

로 차 으로 증가시켰을 때의 노라마 상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도가 증가할수록 원근감이 더해져 

객체를 정면에서 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장감을 확

인할 수 있다. 한, 사용자의 치를 객체를 기 으로 

0°부터 90°까지 수평회 이동을 하 을 때를 나타내는 

(e), (f), (g), (h), (i)까지의 상에서는 객체에 한 정

보를 연속 으로 자세히 찰할 수 있다.

기존의 객체 노라마는 객체를 촬 하기 해 객체

의 크기에 한 특정 촬  공간을 먼  구성한 뒤, 공

간 내에서 객체를 회 해가며 상을 획득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객체의 크기와 그 

크기에 따른 촬 공간을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객체 노라마의 다양성을 매우 국한시키는 문제 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는 고정된 

객체를 기 으로 카메라를 회   이동시켜 상을 촬

하고, 카메라의 촬 환경을 기반으로 나팔형태의 

노라마 공간을 모델링함으로써, 객체의 크기와 이를 촬

하기 한 공간에 제약 이지 않으며 객체 노라마 

상을 생성할 수 있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객체를 찰하기 한 나팔 형태의 공

간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객체 노라마 생성 방법을 

제시하 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객체에 한 카메라의 

촬 환경을 고려하여 나팔형태의 공간을 모델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객체 노라마 상을 생성함으로써, 다

양한 방향에서 촬 한 상에 원근감을 용하여 사용

자에게 장감 있게 제공할 수 있었다. 한, 제안한 방

법으로는 객체의 크기에 상 없이 일반 인 촬  환경

에서도 객체 노라마 상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특수한 촬 환경에 의존해야만 생성할 수 있었

던 객체 노라마의 제약을 해소하 다. 따라서 제안한 

나팔 형태의 공간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객체 노라마 

생성 방법은 다양한 객체에 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

리하게 가상 실 내에 복원할 수 있게 하며, 이는 특히 

박물 이나 유 지와 같이 특정객체를 찰하기 한 

장소를 가상 실로 복원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객체 상들을 정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 간의 이질감을 제거하는 방법과 배경 

노라마와 객체 노라마를 유기 으로 연결하여 객체

와 배경을 동시에 찰할 수 있는 가상 실 공간을 구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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