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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360 VR 비디오 신호에 적합한 흔들림 제거 기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VR 방송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인 스티칭
및 투영포맷(projection format) 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단계에서 확보되는 영상 정보들의 기하학적인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이런 정
보들을 활용하여 VR 영상 신호용 흔들림 제거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고려없이 2D 비디오 신호용으로 개발되어온 기존의 흔들
림 제거 기술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흔들림 제거 모듈을 구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기존의

Autopano의 성능과 비교한 결과 물체의 이동 궤적의 흔들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흔들림이 존재하는 비디오 신호의 연속된 프레
임들간의 RMSE가 26.04와 5.78 이였던 것이 제안되는 기술로 각각 7.33과 4.38까지 줄일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stabilization algorithm for 360 VR sequence, where the geometric inform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projection formats have been utilized. The proposed scheme consists of ‘1st stitching’, ‘extraction of 
wide angle picture from VR data’, ‘stabilization’, and ‘2nd stitching’.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s the conventional algorithms in the viewpoint of image quality for end-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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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10년간연구및개발되어온가상현실(Virtual Reali- 
ty, VR) 기술은 최근 들어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면서, 
차세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로써 그 중요

성이증가하고있다. 최근 VR 기술이적용되는분야는스포
츠중계, 게임, 방송, 영화, 교육, 군사훈련, 의료, 저널리즘, 
건축 등으로써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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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다양한분야에서 VR 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나, 다
른한편으로 VR 서비스의시장확산에대한우려의시각이
존재하기도한다. 2017년 1월발행된실리콘벨리기술동향
보고서[2]에의하면, ‘가상현실이예상만큼빨리확산되지못
하는이유’에대해서, 사람들로하여금 VR 장비를사게만
드는킬러콘텐츠가없기때문이라고지적하고있다. 이보
고서에서, 게임의경우에는그사용자가한정되어 있고, 영
화의경우는단시간내에많은작품이만들어지기어렵다는

점을지적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들에대응하기 위해, 여
러기관들은 ‘VR 서비스확산을위한해결책’을제안해오
고있다. 대표적으로 ‘IITP 최신 ICT 이슈 / The Sun (2017. 
1.6.)[3]에서는, VR 서비스확산을위한컨텐츠제작량을증
가시키는것이필요한데, 이를위한해결책은스포츠중계에
VR 기술을접목시켜방송하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이
보고서에서주장하는내용에는, 경기장에 3D 카메라를추가
설치하면가상현실중계가가능하며, 이는거의매일경기가
열리는 미국 스포츠 업계의 특성상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빨리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의 주장처럼 VR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스포츠 중계, 
야외 보안 카메라, 야외 방송 취재용 장비들에 VR 기술을
접목하려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할 몇 가지 문제가 존재
한다. 먼저, VR 컨텐츠촬영시발생하는큰움직임, 카메라
좌우및상하방향떨림, sub-camera 들간의큰밝기차이
존재 등의 문제가 VR 방송시스템의화질 및 압축률 저하
를일으키게된다. 본논문에서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
기위한방법들중에하나로 VR 카메라시스템에서발생하
는 흔들림 제거 기술을 제안한다.

흔들림 제거 기술은 지난 수십년간 2D 비디오 신호에
적용되어 개발되어 왔으며, 최근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제
안되어 왔다[4][5][6]. 기존 연구 [4]에서는 카메라의 경로 정
보에 대해 L1 필터를 이용하여 평활화하는 방법을 이용하
여 흔들림을 제거하였고, [5]에서는 카메라 흔들림 정보에
Kalman 필터를 적용하여 평활화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존연구 [6]에서는특징점들의 궤적을 이용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흔들림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존의흔들림제거기술들은 2D 영상에대해적용해온기
술들로써, 360 VR 영상신호의기하학적인 특성을 고려하
지않고개발되어왔고, 특히 VR 방송시스템의다른모듈
들과의 관계적 특성 또한 고려되지 못한 기술들이기 때문

에, 이기존기술들을 VR 방송시스템에적용하는것은효
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지도 않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360 VR 서비스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Ⅱ장에서는 360 VR 영상에서 흔들림이
발생하는 이유를분석하여 문제점을구체화하고, Ⅲ장에서
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렇게
제안된 기술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Ⅳ장에서는 컴퓨터

실험 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제시하고 각각의 의미를

해석한다. Ⅴ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360 VR 방송 시스템의 흔들림

그림 1은 360 VR 기술이 사용된 방송 시스템을 개념적
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그림을 중심으로 VR 방송 시스템

그림 1. 360 VR 방송 시스템
Fig. 1. 360 VR Broadca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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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복수개의 카메라로 구성된
VR 카메라모듈에서비디오신호를촬영한다. 이때, 복수개
의카메라들이리그에묶여서 VR 카메라모듈을구성하고, 
이복수개의카메라들은동기화되어동시에촬영을시작하

고멈춘다. 이렇게복수개의카메라들로촬영된복수개의비
디오 신호들은 스티칭(stitching) 기술을 사용하여 결합되면
서 특정한 투영포맷을 구성한다. VR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투영포맷들에는 Equi-rectangular projection(ERP), Cube- 
map projection(CMP), Octahedron projection(OHP) 등 다
양한종류가존재하는데[7], 이들중 ERP와 CMP가가장흔
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문제로 제기한 ‘흔들림’ 
현상이존재할경우, 그림 1에서보이고있는 VR 방송시스
템의 첫 단인 스티칭 모듈의 성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오류가 존재하는 스티칭된 신호가 만들어진다. 이로 인해, 
VR 시스템의압축모듈의성능이저하되고, 수신단에서사
용자가선택한방향의 화면 (Viewport)에화질저하가심하
게 발생하게 된다.

그림 2 흔들림이 존재하는 VR 카메라 영상을 스티칭한 결과
Fig. 2. Image stitched from VR images including the fluctuated motions. 

그림 2는 흔들림이 존재하는 VR 영상 신호를 스티칭했
을 경우, 수신단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시점 방향의 view-
port 영상의예를보여주고 있다. 이그림에서 흔들림때문
에 스티칭 에러가 발생한 부분을 빨간색 직선으로 표시하

였다.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흔들림이포함된 2D 
영상들을 스티칭하면 스티칭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티칭 경계에서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그림 1에서 설명하듯이, 복수개의카메

라영상들의흔들림을보정한후, 보정된비디오신호를스
티칭해야한다. 이때, 제안기술의효율을향상시키고최종
적으로 시청자가 관람하는 비디오 신호의 화질을 향상 시

키기위해서는 VR 시스템의전반적인이해와각모듈들간
의 특성을 고려한 흔들림 제거 기술이 사용되어야 한다.

Ⅲ. 제안하는 흔들림 제거 기술

그림 3은본논문에서제안하는 VR 비디오용흔들림제
거 알고리즘의 전체 구성을 표현하는 그림이다. 이그림에
서 표시했듯이, 제안하는 흔들림 기술은 총 4개의 세부단
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단계에서는흔들림이존재하는복수개의카메라

로촬영된영상들(1a, 2a, 3a, 4a, 5a, 6a)을하나의 ERP for-
mat으로스티칭하는과정이다. 이과정은기존기술을사용
하는단계이며, 이과정을통해흔들림이존재하는 360 VR 
영상을 얻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첫 번째 단계에서만든 3차원구(sphere) 
데이터로부터광시야각의비디오영상들을추출하는과정

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 신호들을 1B, 2B, 3B, 4B, 
5B, 6B로표시했다. 이과정을 통해얻어진복수개의비디
오신호들은흔들림왜곡이여전히존재하지만, 첫번째단
계에서 입력으로 사용된 복수개의 비디오 신호들(1a, 2a, 
3a, 4a, 5a, 6a)보다시야각이더 넓고 공간해상도가더 높
은 복수개의 비디오 신호를 얻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얻어진 복수개의

비디오 신호들(1B, 2B, 3B, 4B, 5B, 6B)에 대해 흔들림을
제거하는과정을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흔들림이 제거
된공간해상도가높은영상신호들(1C, 2C, 3C, 4C, 5C, 6C)
을얻을수있다. 이영상신호들은흔들림은제거되었지만,
그보상과정에서영상의중심이이동하는현상이발생한다. 
따라서 1C, 2C, 3C, 4C, 5C, 6C의 공간적 중심을 1a, 2a, 
3a, 4a, 5a, 6a의중심과맞추고, 또이영상들(xC와 xa, x=1, 
2, 3, 4, 5, 6) 간의해상도를일치시키기위해, 1C, 2C, 3C, 
4C, 5C, 6C들의 중심을 이동시키고 가장자리를 잘라내는
cropping을실시하여새로운영상들(1d, 2d, 3d, 4d, 5d, 6d)
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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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단계에서는 앞의 세 번째 단계에서 cropping한
영상들(1d, 2d, 3d, 4d, 5d, 6d)을이용해서스티칭을실시하
여흔들림이제거된 360 VR 영상을만든다. 이렇게만들어
진데이터는 ERP, CMP, OHP 등다른포맷들로변형될수
도있고, 또다양한시점을 중심으로 viewport 영상을만들
수 있다.

아래는 위 과정들을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한다.

1. 1단계: 1차 스티칭

그림 4는 복수개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신호들을 하나
의 ERP 영상또는하나의 CMP 영상등으로변형하는과정

그림 3. 제안하는 알고리즘 전체 구성도
Fig. 3. The overall flowchart of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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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차 스티칭 (1단계)
Fig. 4. The 1st stitching (Step 1) 

을도식적으로설명하고있다. 이때, 각카메라들의기하학
적정보들을이용하여스티칭을수행한다. 각카메라는 90° 
보다큰화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 인접한카메라에서촬
영한 영상들 간에는 공통적으로 촬영된 영역이 존재한다. 
이공통촬영영역내에존재하는 특징점들을 이용하여스

티칭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GoPro에서 제공하는

Autopano 3.0 을사용하여이 과정을 수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진 ERP 영상은 CMP 및 OHP 등 다른 투영포맷
으로도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
표준화프로젝트 그룹인 JVET이배포하는 360 Lib[8]를이

용할 수 있다.

2. 2단계: 복수개의 광 시야각 비디오 신호 추출

2단계에서는스티칭을통해얻어진구형태의영상정보
를 6개 면에 각각 투영해 시야각이 넓은 평면 영상 6개를
추출한다. 이때, 스티칭경계가거칠게드러나지않도록, 각
카메라의 중심점을 추출 영상의 중심과 일치시킨다. 이과
정을 통해 1단계에서 사용한 원본 영상들(1a, 2a, 3a, 4a, 
5a, 6a)의화각보다 넓은 화각을 가지도록영상들(1B, 2B, 
3B, 4B, 5B, 6B)을 추출한다. 
이 2단계에서 광시야각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단계에서 원래 입력 비디오 신호보다 광
시야각을 갖는 비디오 신호를 추출함으로써, 그다음 단계
에서 흔들림을 제거한 후, 영상의 가상자리 영역을 잘라내
더라도, 그다음단계에서스티칭이원활하게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그림 3의 step 3에서흔들림을제거한비디오
신호들(1C, 2C, 3C, 4C, 5C, 6C)의 가상자리를 잘라내야

하는데, 360 VR 비디오신호에서는 이러한 잘라내기동작
이그다음단계에서수행하는구(sphere) 또는 ERP 영상을
만들기위한스티칭과정을어렵게만들게된다. 이러한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라내기 이후에도 영상 신호들

간의 특징점 추출이 원활하도록 이 단계에서 광시야각의

비디오 신호를 추출하는 것이다.
그림 5는 2단계에서 추출하려는 6개의 영상신호들 중에
한 영상을 추출하는 과정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5. 광 시야각 비디오 신호 추출 (2단계) 
Fig. 5. Wide picture extraction from the shaken VR signal (Step 2) 

추출하려는 2차원 영상 내의 화소 좌표를 이라고

할때, 이좌표의화소값정보를채우기위해서는 3차원구
형태의영상정보의   좌표위치에서해당정보를얻
어와야한다. 이때, 와 의관계는직접적으로

계산되지 않고, normalization 개념이 적용된좌표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tan (1)

  tan (2)

 tan (3)

 tan (4)

   (5)

위수식들에서 와 는추출영상의수평화각과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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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화각을 의미하고, 와 는 추출 영상의 가로축 및

세로축 화소수를의미한다. 본논문의 2단계에서추출영상
의화각을나타내는파라미터 와 를 153.25˚와 144.28˚
로각각설정했는데, 이는실험적으로가장좋은성능을나
타내는 각도값을 찾아 사용한 것이다.
위 식 (3), (4), (5)에서 계산된 는 그대로 사용되

지 않고,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단위 구(unit sphere) 상의
좌표 ′′′ 로 변환된 후 사용된다.

′  (6)

′  (7)

′  (8)

위와같이계산된단위구상의좌표 ′′′ 를이용할
때, 이 좌표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추출하려는 view-
port 영상의방향각도를고려하여, 구정보의 중심을정렬
한 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계산된

′′′   좌표를단위구 상에서    각도만큼회전한
후 사용한다. 이러한 회전 관계를 아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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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흔들림 제거

3단계에서는 앞의 2단계에서 얻어진 복수개의 광 시각
비디오 신호들(1B, 2B, 3B, 4B, 5B, 6B)에 대해 흔들림

보정을수행하여흔들림이 보정된영상신호들(1C, 2C, 3C, 
4C, 5C, 6C)을얻은후, 이신호들을원래해상도의영상으
로 cropping하여 영상들(1d, 2d, 3d, 4d, 5d, 6d)을 만든다. 
이 3단계에서수행하는흔들림보정과정을 flowchart로표

현하면 그림 6과같다. 이그림에서 제안하는 흔들림 보정
과정을살펴보면, (a) 카메라 움직임 추정과정, (b) 카메라
궤적 추정 및 궤적 평활화 과정, (c) 보정 파라미터 추출
및 흔들림 보정 과정, (d) Cropping 과정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6. 광시야각 영상에 대한 흔들림 제거 (3단계)
Fig. 6. Stabilization for wide pictures (Step 3) 

‘(a) 카메라 움직임 추정 과정’은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영상들 간에 복수개의 특징점들을 추출하고 서로 간에 매

칭하여 카메라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과정이다. 현재 영상
과 시간적으로 과거 영상 간에 특징점들을 매칭하는 과정

에서는 Harrison corner[9]와 optical flow[10] 방법을 사용하
여 움직임 파라미터들을 계산한다. 이렇게 찾아진 화면 간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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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여기서 는 현재 픽처 내에 위치한 매칭점의 좌표이

고, 는과거 픽처내에위치한매칭점의좌표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각각 scale parameter, rota-

tional parameter, x축과 y축의 translation parameters를 의
미한다. 시간적으로 연속된 두 장의 영상들 간에복수개의
특징점들을 추출하고, 이 복수개의 특징점들 사이의 관계
를가장잘나타내는 (11)의최적화된파라미터들을계산한
다. 이를 위해서 LMS (Least Mean Square)[11] 방법을사용
한다. 이과정을통해얻어진 (11)식은연속된두장의영상
들 간의 움직임 정보를 모델링하게 된다. 이렇게모델링된
움직임 정보는 영상 내의 물체가 실제로 움직임으로써 발

생한움직임정보일수도있고, 다른한편으로영상을촬영
한 카메라가 흔들렸기 때문에 발생한 움직임 정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움직임정보들을구분하여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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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해발생한움직임 정보만을보상하기위해서다음과

정을 수행한다.
‘(b) 카메라 궤적 추정 및 궤적 평활화 과정’은 카메라
궤적을 추정하고, 그 궤적을 평활화(smoothing)하는 과정
이다. 이는 앞의 '카메라 움직임 추정 과정‘에서 추정된 움
직임 정보들 중에서 급격하게 변화된 움직임 정보는 카메

라의 흔들림에 의해 발생한 움직임 정보이고, 연속된 영상
들 간에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변화되는 움직임 정보는 실

제영상컨텐츠들의정상적인움직임정보라는점을고려

하여, 카메라움직임의궤적을 smoothing하는과정이며, 이
는 다음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현재 흔들림 보상 대상 영상이 번째 영상이라고 할 때, 

0번째 영상부터 번째 영상에 대한 (11)의  , ,   값들
각각의 누적합을 계산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12)

 
  



 (13)

 
  



 (14)

  × (15)

여기서 , , 는각각 번째영상의  , , 를의미
하고, scale parameter 는파라미터의 특성상누적합을사

용하지않고, 연속된곱셈을사용하며, 초기값은  로

설정한다. 위와같이계산된 (12), (13), (14), (15)의값들은
현재 픽처까지의 궤적 정보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값들은
카메라의흔들림의영향으로특정한픽처에서큰변화값을

갖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비정상적인큰 변화값
을 각 파라미터에서 제거 하기 위해서 windowed average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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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 수식 (16), (17), (18), (19)은평활화된  , ,  , 을
의미한다. 이 값들은 앞에서 설명한 ‘연속된 영상들 간에
상대적으로부드럽게변화되는움직임정보, 즉, 실제영상
컨텐츠들의 정상적인 움직임 정보’를 의미한다. 이렇게 평
활화된  , ,  , 을 이용하여, ‘(c) 보정 파라미터 추출

및흔들림보정과정’을수행한다. 이과정은평활화된카메
라궤적을이용하여흔들림을보정하기위한파라미터들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20)

   (21)

   (22)

  (23)

위 (20), (21), (22), (23) 식들에서계산된값들은 앞에서
설명한 ‘급격하게변화된움직임정보, 즉, 카메라의흔들림
에의해발생한움직임정보’를의미한다. 이와같이평활화
된 파라미터와 원래 파라미터들 간의 차이값을 아래 수식

과 같이 적용시켜, 현재 픽처의 흔들림을 보정한다.

















 


cos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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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여기서 는 현재 픽처 내의 화소값의 공간 좌표이

고, 이 좌표의 칼라값이 이동해야할 새로운 위치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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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했다. 이과정을 통하여흔들림이보정된흔

들림이 보정된 영상신호들(1C, 2C, 3C, 4C, 5C, 6C)을 얻
게 된다.

‘(d) Cropping 과정’은 흔들림 보상된 영상을 일정한 크
기의영상정보로저장하기위해서, 영상의가상자리 boun-
dary 영역을잘라내어작은화면크기의영상들(1d, 2d, 3d, 
4d, 5d, 6d)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대한 개념도는
그림 3의 step 3에 표현되었다.

4. 4단계: 2차 스티칭

4단계에서는 앞의 과정을 통해 흔들림이 보정된 복수개
의 영상들(1d, 2d, 3d, 4d, 5d, 6d)을 스티칭하여 360 VR 
영상데이터를만든다. 앞의 1단계에서수행한결과와는다
른 스티칭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는 흔들림이 보정된 후, 
특징점이정확하게찾아진복수개의영상들을이용하여스

티칭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티칭 된 VR 영상을 이용하
여, viewport 영상을 추출하면 흔들림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티칭 에러도 감소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설명한 4개단계들을살펴보면, 1단계와 4단계
에서각각스티칭과정을수행하고있고, 이로인해스티칭
왜곡이 2번발생하게되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문제를
피하기위해, 각서브카메라들이촬영한비디오신호에대
해서가장먼저흔들림을제거한후, 이렇게흔들림이제거
된 영상들을 스티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도 있지만, 
이러한흔들림제거기술이적용된영상들에는가상자리를

잘라내는 과정(cropping)이 적용되면서, 이웃 영상들 간의
특징점을 찾을 수 없게되어, 스티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매우어려워짐을연구를통해서알수있었다. 이를극복하
기위해서비록두번의스티칭에러가가해지더라도, 제안
하는 방식처럼 흔들림을 제거하게 되었다.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흔들림 보상 기법의 성능을 확인

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서 사용된 스티칭 프로그램은 Kolor Autopano Pro을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컴퓨터는 인텔 코어 i-7 2600 
프로세서와 16GB RAM가 장착되었다. 
흔들림 보상이 필요한 테스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GoPro Omni를이용하여실험영상들을직접야외및실내
에서 촬영하였다. 이 시스템에 장착된 개별 카메라에서 촬
영된영상의화면해상도는 2,704×2,028이었다. 이과정을
통해 흔들림 왜곡이 발생한 실험 영상들을 그림 7과 같이
확보하였다. 그림 7 (a)의 비디오는 대학 캠퍼스 야외에서
촬영한 흔들림비디오신호이고, 그림 7 (b)는대학 연구동
건물의 복도에서 촬영된 흔들리는 비디오 신호이다.

(a)

   

(b)

그림 7. 흔들림이 발생한 ERP 영상 (a) ERP 1, (b) ERP 2 
Fig 7. Test video sequences (a) ERP 1, (b) ERP 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흔들림 제거 기술의 성능을 비교

하기위해서, 2D 영상에적용하는기존연구들[12][13]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비디오 신호에
서 특정물체의 움직임 궤적비교’, ‘연속된프레임들 간의
root mean square error (RMSE) 비교’, ‘비디오신호의글로
벌 움직임 벡터의 변화 추세 비교’ 등의 관점으로 성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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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기존연구들이 2D 영상에대한흔들림 제거
기술들만 제안되어 왔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Kolor 
Autopano Pro 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VR 비디오용 흔들
림 제거 기술을 비교 기술로 선택하였다.

1. 흔들림 궤적 비교

(a) (b) (c)

그림 8. 비디오신호의특정영역의변화되는궤적비교. (a) 흔들림이존재하
는원본비디오, (b)  Autopano를사용하여흔들림을제거한비디오, (c) 제안
하는 기술로 흔들림을 제거한 비디오.
Fig. 8. Comparison between tracking paths in video sequences resulted 
from various algorithms

  

그림 8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하는 기술을
사용했을 때, 원본의 흔들림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으며, 
기존 기술인 Autopano의 결과보다 더 효과적으로 흔들림
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속된 프레임들 간의 RMSE 비교

본 절에서는흔들림 제거 정도를비교하기 위해서, 비디
오 신호 내의 연속된 프레임들간의 RMSE를 계산하여 비
교한다. 이 방법은 [13]에서 사용된 방법으로써, RMSE의
정의는 다음 식과 같다.

RMSEk  M×N



i  

M


j  

N

f kij  f kij 





(25)

위식에서  는 번째프레임과 번째프레임사

이의 RMSE를 의미하고, 는 번째 프레임 내의

  위치의화소값을의미한다. 각영상의가로방향화소
수와 세로 방향 화소수를 각각 과 으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정의된 RMSE를 흔들림이 제거된 비디오 신호
에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알수있듯이, 제안한기술을사용했을경우, 연속된프레임
들간의 RMSE가급격히작아지고, 이는흔들림이효과적으
로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야외에서촬영된비디오신호인 ERP 1에서제안하는기술
이 RMSE를 매우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반면, 실내에서 촬
영된비디오 신호 ERP2에서는 RMSE의감소폭이크지않
았다. 그이유는 ERP2 영상촬영시흔들림왜곡이적게추
가되어 촬영되었기 때문이었다.

Frame 
numbers

ERP 1 ERP 2

Shak
en 

Video

by 
Autop
ano

by 
propo
sed 
sche
me

Shak
en 

Video

by 
Autop
ano

by 
propo
sed 
sche
me

1 & 2 7.80 0.16 0.17 5.20 5.57 9.07

2 & 3 23.47 21.54 13.64 5.50 8.21 8.57

3 & 4 23.61 18.86 10.39 4.39 9.12 8.86

4 & 5 29.02 19.09 0.62 5.34 1.94 0.43

5 & 6 30.98 31.49 0.12 8.24 9.12 1.33

6 & 7 20.91 28.03 7.18 8.62 6.92 3.39

7 & 8 25.81 9.73 11.81 7.26 5.89 7.72

8 & 9 30.79 26.91 10.84 6.29 5.72 6.63

9 & 10 25.60 29.42 10.84 6.24 4.65 5.16

10 & 11 28.06 18.73 0.47 6.21 1.54 1.18

11 & 12 31.94 30.45 12.88 5.59 7.03 4.47

12 & 13 27.21 26.39 0.52 5.18 6.89 1.04

13 & 14 26.06 34.43 12.05 5.55 6.65 3.63

14 & 15 26.99 22.03 4.31 5.45 8.03 2.15

15 & 16 32.71 28.56 8.74 4.81 8.06 4.07

16 & 17 26.26 19.81 0.61 4.76 2.95 0.73

17 & 18 26.88 26.30 17.00 5.08 6.68 4.19

18 & 19 29.39 29.77 16.30 5.71 6.15 6.22

19 & 20 21.35 28.63 0.72 5.13 3.45 0.65

20 & 21 23.18 23.53 14.39 5.05 3.05 8.12

Average 26.04 23.70 7.33 5.78 5.88 4.38

표 1. 연속된프레임들간의 RMSE 관점에서흔들림제거기술의성능비교
Table 1. Comparison of RMSEs between the consecutive frames 
resulted from various stabilization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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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역 움직임 벡터의 비교

이 절에서는 흔들림 제거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비디

오신호의전역(global) 움직임정보를프레임별로비교하
였다. 이를위한데이터를그림 9에나타내었다. 이그림에
서확인할수있듯이, 제안된기술로흔들림을제거한비디
오 신호에서전역 움직임 벡터의 x 값과 y 값이 가장작은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60 VR 영상 신호용 흔들림 보상 기술을
제안하였다. 기존 2D 영상들에 적용되어온 기술들과 달리
스티칭 및투영 등 VR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의 특성을고
려하여 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사용함으로써, VR 시스템의 스티칭 성능 향상 및 최종 사
용자의 관점의 화질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림 9. 전역 움직임 벡터의 변화 추세 비교
Fig. 9. Comparison of the global motion vectors of video sequences resulted from various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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