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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3D 서비스, UHD 비디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등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공급 및 수요가 증가하고, 이러한
시장의 동향에 따라, 고품질 및 대화면의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UWV 서비스는 기존 파노라마보다 넓은 시야각
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생동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해당 이벤트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는 서비스이며, 본 논문에서는 UWV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 유사도 맵 생성 방법 및 UWV 파일 저장 포맷 기술을 제안한다. 공간 유사도 맵은 영상의 유사도를 측정
하고, 측정된 유사도를 기반으로 하여 영상의 위치 정보를 생성하고 기록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영상의 정합 시간을 단축해, 대화
면 콘텐츠의 생성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UWV 파일 포맷은 ISOBMFF를 기반으로 한 공간 유사도 맵 및 대화면을 구성하는 각 콘
텐츠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이며, 랜덤 액세스를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 유사도 맵 및 UWV 파일 포맷 검증하기 위
해 UWV 플레이어를 설계하였고, 실험을 통한 결과를 보였다.

Abstract

Since the advent of 3D and UHD contents, demand for high-quality panoramic images has been increasing. The 
UWV(Ultra-Wide Viewing) service uses a wider viewing angle than conventional panoramas to provide a lively experience for 
users and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the ev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patial adjacency map generation method and 
an UWV file storage format technology to provide UWV service. The spatial adjacency map measures the similarity between 
images and generate the position information of the images based on similarity. And the stitching time of the image can be 
shortened through the generated position information. Through the spatial adjacency map, we generate the large screen content 
quickly. The UWV file format which is based on ISOBMFF process spatial adjacency map and videos and support random 
access. In this paper, we design the UWV player to verify the spatial adjacency map and UWV file format and show the result 
of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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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콘텐츠의 발달은 인간의 눈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사용자에게현실감있게전달하기위하여흑백에서

컬러로, 그리고 더욱현실에서보이는사물을그대로 전달
해줄 수있도록입체감 있는 3D 콘텐츠와 고화질의 UHD 
서비스 등으로 발전되었고, 현재 다양한기관에서이에대
한연구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3D 콘텐츠의입
체감, UHD 콘텐츠의 사실감과 더불어 더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 파노라마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기존 서비스보다

극대화된현장감을제공할수있는서비스이다[1-2]. 이와같
은소비자의 대화면및 실감형서비스에 대한 수요를충족

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장비에의 교체비용 절감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UWV(Ultra-Wide Viewing) 서비스를 고안
하였다. UWV 서비스는다수의카메라를통하여획득한영
상을 하나의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기존의 파노라마 영상
보다 수평/수직 방향으로 더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서비
스이다. 이와같은 UWV 서비스는영상획득및처리기술
과저장및재생기술을모두포함하는 End-to-End 서비스모
델을가진다. 넓은시야각을가지는콘텐츠를제공하기위해
서는 영상을 정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3]. 영상을 정합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4]와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5] 등이
존재한다. SIFT와 SURF는연산량이많아실시간으로파노
라마 영상을 생성하기에는 어려움이있다[6]. 실시간 UWV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영상 간의 유사성

을 기반으로 공간 유사도 맵을고안하였다. 공간유사도맵
을사용하게되면, 영상 전체에서특징점을검출하지 않고, 
영상 간 겹치는 부분에서만 특징점 검출하게 되어 특징점

을 추출하는 영역을 줄일 수 있다.

이와같은 UWV 서비스모델을구현하기 위해, UWV 서
버는먼저영상특성을기반으로하여각 영상의유사도를

판별하고, 해당 유사도를 기반으로 각 영상들의 위치정보
를 파악한 뒤, 2D 화면에서의 절대 좌표를 계산한다. 이처
럼 계산된 좌표는 UWV 파일 포맷으로 미디어 데이터와
함께 저장되고 전송된다. UWV 클라이언트는 이와 같은
UWV 파일을 수신하여, 파싱하여재생한다. 이 때, 사용자
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하여, UWV 파일을구성하는 각 미
디어에 클라이언트의 임의접근을 가능케 하였다. 단 파노
라마 영상을 만들기 위한 스티칭 알고리즘은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울트라와이드
뷰잉 서비스 배경 기술에 대한 소개, 3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울트라 와이드 뷰잉 시스템의 설계를 기술하

고, 4장에서는 시스템의 실험 결과를보이고 5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Ⅱ. 배경 기술

1. 공간 유사도 판별 기술

울트라 와이드 뷰잉 서비스는 다양한 획득 장치로부터

획득된복수의미디어간상관관계를파악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본논문에서는영상을색상, 채도, 명도로표현하
는 HSV(Hue, Saturation, Value) 색 공간에서의 히스토그
램을 분석하는 방법과 DCT(Discrete Cosine Transform)[7] 
변환후주파수영역에서의히스토그램을분석하는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HSV 색공간은색을표현하는하나의방법으로서
색상(Hue), 채도(Saturation), 명도(Value)의좌표를써서 특
정한 색을 지정한 것이다. 색상 값 H는 0˚~360˚의 범위를
가지며, 빨간색을 0˚로 지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상대적인
배치각도를의미한다. 채도값 S는 0%~100%의범위를가
지며, 특정색상의가장진한값을 100%로하였을때진하
기의정도를 나타낸다. 명도 값 V는 흰색을 100%, 검은색
을 0%로 하였을 때 밝기의 정도를 나타낸다. 복수의 카메
라로부터 찍은 영상은 RGB로 표현되어있기 때문에 식

a) 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김규헌(Kyuheon Kim)
E-mail: kyuheonkim@khu.ac.kr

                         Tel: +82-31-201-3810
                         ORCID: http://orcid.org/0000-0003-1553-936X
※본 논문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2015-0-00231, 퍼즐형 Ultra-wide 
viewing 공간 미디어 생성 및 소비 기술 개발]

・Manuscript received April 2, 2017; Revised July 4, 2017; Accepted July 4, 
2017.



이의상 외 2인: 울트라 와이드 뷰잉 서비스를 위한 공간 유사도 맵 생성 및 울트라 와이드 뷰잉 콘텐츠 저장 방법   475
(Euisang Lee et al.: Generation of Spatial Adjacency Map and Contents File Format for Ultra Wide Viewing Service)

(1-3)을 사용하여 HSV로 변환 시켜 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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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Discrete Cosine Transform)는 영상 전체를 하나의
신호로 가정하고, 해당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관찰하는
방법으로써, 영상의저주파및고주파성분을분석할수있
는 장점을 가진다. 영상은 2D 영역이기때문에, 영상에 대
하여 2D DCT를 수행하며, 계산 오류의 최소화 및 영상을
분할하여 관찰하는 것으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2D 
DCT를 수행하면서, 8x8 매크로 블록 윈도우를 설정하였
다. 2D DCT는 식(4)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9-11].

    

 

 




 



 cos

 


 
(4)

다음으로, 히스토그램은영상내픽셀값들을이들중가
장 작은 값부터 제일 큰 값까지의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이와같은히스토그램은데이터분포를직관적으로파악하

기쉬운장점이있어, 통계등에서많이사용되는기법이나, 
본논문에서는영상내 데이터의분포를 분석하여영상간

유사도를 판별하는 데 사용한다[12].
히스토그램을이용하여영상간유사도를판별하는데에

는 Bhattacharyya 거리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유사도를 판
별한다. Bhattacharyya 거리 측정 알고리즘은 연속적 혹은
불연속적인 두 확률 분포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통계적 확

률 계산이다[13]. Bhattacharyya 거리( )는 식(5-6)을 통하

여 구할 수 있다. 

   ln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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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Bhattacharyya 거리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계
산한결과가 0에가까울수록영상이유사한것으로판별할
수 있다.

2. ISO Base Media File Format

MPEG에서는비디오및오디오와그의재생에필요하거
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표준으로써, 
ISO Based Media File Format(ISOBMFF)[14] 표준을 제정
하였다. ISOBMFF는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및 메타데이
터 등의 효율적인 객체화 및 관리를 위하여 상자(Box)로
이루어진계층적구조를채택하여미디어및메타데이터를

저장 및 소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멀티미디어 포맷으로 자리 잡았으며, 상호작
용, 운영, 편집 및 표현이 용이하게 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ISOBMFF는다수의박스로구성되어있는데, 가장상위
단계에 존재하는 박스는 크게 ‘ftyp’ 박스, ‘moov’ 박스, 
‘moof’ 박스, ‘mdat’ 박스가 있다. 
해당박스들은파일의식별 및미디어재생에필요한다

양한메타데이터및미디어데이터를담고있으며, 하위단
계로다양한박스들을가지는계층적구조를가진다. 먼저, 
‘ftyp’ 박스는 해당 파일이 ISOBMFF 표준에 기반한 파일
임을식별할수있는식별자의역할을한다. 이박스는항상
파일의가장앞에존재하여, 파일의브랜드를식별할수있
도록 한다. 
다음으로, ‘moov’ 박스는코덱정보, 동기화에필요한시
간정보, Chunk의구성정보등미디어재생에필요한다양
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moov’ 박스에는해당파일이포함
하는 모든 미디어 샘플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

로 중요한구성요소이다. ‘moof’ 박스는기존에 ‘moov’ 박
스가 제공하던 정보들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파일이 기
존 파일에서 세분화된 파일임을 알리는 박스이다. 마지막
으로 ‘mdat’ 박스는 실제 미디어 샘플이 저장되는 박스이
다.
울트라와이드뷰잉서비스는복수의카메라로부터미디

어와 센서정보를 획득하고, 입력받은 미디어를 통하여 공
간 유사도를 생성하여 제공하므로, 새로운 메타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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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고복수의영상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확장된

ISOBMFF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울트라 와이드 뷰잉 시스템 설계

UWV 서비스는 하나의 이벤트를 대상으로, 다수의 카메
라를통해획득한영상을영상간의유사성을기반으로공간

구성을 도출하고, 도출된 공간 구성 정보를 통해 이벤트를
재구성하여제공하는서비스이다. 다수의카메라로부터획득
한 영상들을 재구성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

상을 정합하고, 정합한 영상을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1. 공간 유사도 맵 생성

공간 유사도 맵 생성기(Spatial Adjacency Matrix Gene- 
rator)는복수의영상을입력받은후영상간의유사도를파
악해공간구성을도출한다. 그림 1은공간유사도맵생성
기의구조를나타내고있으며, 해당공간유사도맵생성기
는이미지분할모듈, HSV Color 매칭모듈, DCT 매칭모
듈, 좌표 생성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RGB2HSV 모듈은 영상을
분할하고매칭하기 위해 입력받은영상에 대해 첫번째프

레임을 추출한 후 RGB값을 HSV 색 공간으로 변환 한다. 
HSV Color 히스토그램 매칭 모듈은 생성된 HSV Histo- 

gram에 대해 Bhattacharyya 거리 측정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영상간의 유사도를 판별한다. HSV Color 히스토그램
매칭을 통해 나온 결과 값이 지정해놓은 문턱 값을 넘는

경우 영상간의 공간적 위치 정보와 해당 이미지를 그림

1의 DCT 매칭 모듈 (DCT matching mdule) 로 전달해 준
다. HSV Color 히스토그램 매칭을 통해 나온 결과 값이
문턱 값을 넘지 못하는 경우 HSV Color 히스토그램 매칭
결과가 문턱 값을 넘을 때 까지 이미지 분할을 반복한다. 
그림 2는 이미지 분할 단계를 표현한 것이며, 이미지 분할
과정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그림 2 이미지 분할 단계의 (a) step 1은 영상으로부터
추출한첫번째프레임을원본을나타낸다. HSV 히스토그
램 매칭모듈 결과 값이문턱값을넘기지못한 경우 2단계
를수행한다. 그림 2 이미지분할단계의 (b) step 2는추출
된 프레임을 좌·우 또는 상·하로 관심 영역을 지정한 후
HSV 히스토그램 매칭 모듈로 다시 전달한다. 이 때 기준
이미지의우측과 타겟(Target) 이미지의 좌측, 기준이미지
의좌측과타겟이미지의우측, 기준이미지의상층과타겟
이미지의 하층, 기준이미지의 하층과 타겟 이미지의 상층
에대해 HSV Color 히스토그램매칭이진행된다. 2단계로
나눠진 각각의 이미지 영상 유사도 판별 값이 문턱 값을

넘지 못하는 경우 그림 2 이미지 분할 단계의 (c) step 3를
실행한다. 이때 HSV Color 히스토그램매칭결과값이가
장높은관심영역에대해 3단계를진행한다. 3단계의관심
영역에대해영상유사도판별값이문턱값을넘지못하는

그림 1. 공간 유사도 맵 생성기
Fig 1. Spatial Adjacency Matrix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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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그림 2 이미지분할단계의 (d) step 4를실행한다. 3단
계와 마찬가지로 HSV Color 히스토그램 매칭 결과 값이
가장높은 관심영역에 대해 4단계를진행한다. 4단계기준
이미지의 2, 3, 4번영역과타겟이미지의 1번영역에대해
각각 HSV Color 히스토그램매칭을진행한다. 4단계 관심
영역에 대해 영상 유사도 판별 결과가 문턱 값을 넘으면

DCT 매칭모듈로해당영역을전달한다. 영상유사도판별
결과가문턱값을넘지않는다면해당이미지는다른이벤

트로부터 획득한 영상으로 판단한다.
그림 1에 나타난 DCT 매칭 모듈 (DCT matching mod-

ule)은 HSV Color 매칭모듈로부터유사성이있다고판단
된관심영역을전달받는다. 입력받은이미지의해당관심
영역에대해 DCT 변환을수행한다. 2D DCT를수행한 영
상은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되며, 해당주파수영역에서영
상의전체적 구성에크게영향을미치지 않는 고주파계수

를 삭제한 후, DCT 계수에 대해 히스토그램을 생성한다. 
각이미지의히스토그램은 HSV Color 매칭모듈에서사용
한 Bhattacharyya 거리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유사도를 검
사한다. DCT 매칭을통해이미지간의유사도를재검사하
여 공간 유사도 맵의 정확도를 높인다. 
그림 1에 나타난 마지막 모듈로서, 좌표 생성 모듈

(Coordinate calculator module) 은 DCT 매칭 모듈 결과로

부터생성된영상간의유사성을기반으로좌표를생성한다. 
복수의 카메라로부터 촬영한 영상의 사이즈와 관심 영역

기반 매칭 결과를 토대로 좌표를 생성한다. 생성된좌표는
디스플레이의 픽셀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간 유사
도 맵생성이 완료되면원본영상과 추출된프레임으로생

성된 좌표를 UWV 파일 포맷 생성기로 전달한다.

2. ISOBMFF 기반 UWV 메타데이터 저장 포맷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공간 유사도 맵의 효율적인

저장 및 소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의 임의 접근(Ran- 
dom Access)를지원하기위하여, ISOBMFF를계승하여확
장한 UWV File Format을제안하였다. UWV File Format
은기존 ISOBMFF를계승하였기때문에, 플레이어의구현이
용이하고, 다양한미디어및이들의소비에필요한메타데이
터와 공간 유사도 맵을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3은 UWV File Format 구조도를 나타낸다. UWV 

File Format은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ftyp’ 박스, 
‘moov’ 박스및하나이상의 ‘moof’ 박스와실제미디어를
저장하는 하나 이상의 ‘mdat’ 박스로 구성된다.

UWV File Format은다양한임의 접근을 지원하기 위하
여, 공간유사도맵생성에입력이되는미디어들을한파일

그림 2. 이미지 분할 단계
Fig 2. Step of image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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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장하고, 각 파일을 ‘moof’로 구성하였다. 그림 3에서
보이는바를예로들어설명하면, 2개의미디어를이용하여
공간유사도맵을구성할경우, ‘ftyp’ 박스및 ‘moov’ 박스
는 공유하되, 각 미디어는 고유한 ‘moof’ 박스 및 ‘mdat’ 
박스를가져, 원하는부분만선택하여소비할수있게구성
하였다. ‘ftyp’ 박스는기존과동일하지만, ‘moov’박스는디
코더초기화정보등과같은초기화정보만포함하며, 미디
어의재생에필요한관련정보들은 모두 ‘moof’ 박스에 저
장하도록하여, 해당부분만사용하여도, 미디어재생에문
제가 없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공간 유사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UWV 좌표(Ultra-wide viewing Coordinates) 샘플 엔트리
(Sample Enrty) 및 샘플 포맷(Sample format)을 설계 하였
다. UWV 좌표의 샘플엔트리타입(Sample Entry Type)은
‘uwvc’이고 Sample Description 

Box(‘stsd’)에 저장된다. UWV좌표 샘플 엔트리는 옵션

Syntax Number of bits

aligned(8) class 
Ultra-wideViewingCoordinatesSampleEntry

extends MetadataSampleEntry(‘uwvc’)
width 16
height 16

표 1. UWV 좌표 샘플 엔트리
Table 1. UWV coordinates sample entry

Syntax Number of bits

aligned(8) class 
Ultra-wideViewingCoordinatesSample

top_left_x 16

top_left_y 16

focal_length 16

interpolated 1

reserved 7

표 2. UWV 좌표 샘플 포맷
Table 2. UWV coordinates sample format

사항으로써 UWV 서비스 제공시 사용된다. 표 1은 UWV 
좌표샘플엔트리구조이고, 표 2는 UWV 좌표샘플포맷
(Sample format)의 구조이다.

UWV 좌표 샘플 엔트리는 width, height로 구성되어 있
다. width, height는 해당 영상의 크기를 나타낸다. UWV 
좌표샘플은영상의좌표, 크기, 초점거리로구성되어있다. 
top_left_x, top_left_y는디스플레이되는영역의좌측상단
으로 부터의 x축 y축 방향으로의 거리를 16비트를 사용하
여 나타낸다.  focal_length는 카메라 센서 로부터 추출한
영상의 초점 거리를 16비트를 사용하여나타낸다. interpo-
lated는해당 uwvc 샘플이선형보간법에의해계산되었는
지를 1비트를사용하여나타낸다. 7비트를 reserved로두어
interpolated 1비트와 합쳐 8비트로 비트 정렬을 해주었다. 
본논문에서정의하지않은 uwvc 샘플에추가되는정보는

그림 3. UWV 파일 포맷 구조도
Fig 3. UWV File Fo cv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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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ed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비디오 또는 메타데이터 트랙 안에는 ‘stts’,‘ctts’,‘stsz’ 
박스등이존재 한다. ‘stsz’ 박스는 비디오 또는 uwvc 샘플
의 시작 위치와 각 샘플의 크기를 알려준다. 해당 샘플의
시작 위치는 파일 처음 부터의 바이트 오프셋(Byte offset)
으로 명시한다. ‘stts’ 박스는 비디오 또는 uwvc 샘플의 디
코딩타임스탬프(Timestamps)를제공한다. ‘ctts’ 박스는비
디오 또는 uwvc 샘플의 구성 타임스탬프(Composition 
timestamps)를 제공한다. 각각의비디오 샘플이 uwvc 샘플
을갖는다면비디오, 메타데이터트랙의 ‘ctts’ 박스는같은
값을 가진다.
비디오트랙과연결되는메타데이터트랙을명시해주기

위해 Metadata Track안에 있는 ‘tref’ 박스를 사용한다. 트
랙참조(Track reference)의타입이 ‘cdsc’인경우해당트랙
은 참조 트랙으로 사용된다.

3. UWV 플레이어

본 논문에서 제안한 ISOBMFF 기반 UWV 파일 포맷을
검증하기 위해 UWV 플레이어를 구현하였다. UWV 파일
을 입력으로 받아 사용자 디스플레이에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4은 UWV 플레이어의구조도를나타내고 있으
며, 본 UWV 플레이어는사용자로부터 UWV file의주소를
입력받아 UWV File을 UWV File Reader로 전달한다.

UWV File Reader 에서는 UWV File을분석하여, 분석된
Box의 filed 및 value 정보를 메모리상에 저장한다. 비디오
및메타데이터샘플을메모리에저장한 ‘moof’ box의 ‘traf’
의 data offset을 사용하여 디코딩 순서에 맞게 Sample 
Buffer에채운다. Sample Decoder는 입력영상의개수만큼
존재한다. Sample Buffer에 채워진 각 영상의 샘플들은

‘tfdt’ box 정보를 활용하여 각각의 디코더로 전달되고, 디
코딩이 끝난 후 Renderer Buffer로 전달된다. 디코딩된 데
이터들은 ‘moov’ box 내부에 value인 time scale과 ‘traf’의
sample duration을 이용하여 렌더러로 전달되어 재생된다. 
사용자가관심영역을선택하면해당하는영역의영상샘플

만 디코더에 전달하고 렌더링하게 된다.

Ⅳ. 실험 결과

 본논문에서제안한방법을검증하기위해공간유사도
맵생성기및 UWV 파일생성기를구현하고, UWV 파일을

그림 4. UWv 플레이어 구조도
Fig 4. UWV Play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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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였다. 생성된 UWV 파일에 대한 실제 임의 접근 및
동시재생은구현한 UWV 플레이어를통해검증하였다. 입
력 영상은아이폰으로 촬영한 404x720 사이즈영상 3개를
이용하였다. 공간 유사도 맵의 HSV Color 매칭 후 DCT 
매칭을통해정확도향상을검증하기위해 512x512 사이즈
이미지 18장을 사용하였다. 그림 5의 추출된 입력 이미지
(a), (b)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
한 입력 영상들의 첫 번째 프레임을 추출한 것이다.
그림 6 (a)는 HSV Color Mathcing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6 (b)는 HSV Color Matching 후 DCT 매칭을한결과
를나타낸다. 제안된공간유사도맵생성기를통해생성된
각 영상간의 위치 정보 그림 6의 위치(position) 값으로 표
현 하였다.
위치값이 0인경우는그림 2 (a) step 1의경우로두영상

은완전히일치하는것을의미한다. 위치값이 1-4인경우
는 그림 2 (b) step 2를 나타낸다.
위치 값이 1인 경우는 기준 이미지의 우측과 타겟(Tar- 

get) 이미지의좌측, 2인경우는기준이미지의좌측과타겟
이미지의 우측, 3인 경우는 기준 이미지의 상층과 타겟이
미지의하층, 4인경우는기준이미지의하층과타겟이미지
의 상층을 나타낸다. 위치 값이 5-8인 경우는 그림 2 (c) 
step 3을 나타낸다. 위치 값이 5인 경우는 기준 이미지의
우측상단, 타겟이미지의좌측하단, 6인경우는기준이미
지의우측하단타겟이미지의좌측상단, 7인경우는기준
이미지의좌측상단, 타겟이미지의우측하단, 8인 경우는
기준이미지의좌측하단, 타겟이미지의우측하단을나타
낸다. 마지막으로 위치 값이 51~58, 61~68, 71~78, 81~88
은그림 2 (d) step4를나타낸다. 4단계를나타내는위치값

그림 5. 추출된 입력 이미지
Fig 5. Extracted input media

그림 6. HSV Color 매칭 및 DCT 매칭의 결과
Fig 6. Result of HSV Color Matching and DCT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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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단계에서 설정된 관심영역에 대해 1~3단계의 순서를
반복하여구한값이다. 그림 6에서 HSV Color 매칭을통해
완전히 일치한다고 판단된 그림 5 (b) Test set 2의 image 
8과 image 15는 DCT 매칭결과유사하지않는것으로판
단되었다. 그림 5 (b) Test set2를 확인해 보면 image 8과
image 15는 완전히 일치하는 모양이 아닌 것으로 확인할
수있다. 실험을통해 HSV Color Matching 후 DCT 매칭을
통해공간유사도맵의정확도를향상시킨것을관찰하였

다.
그림 7과 그림 8은 그림 5 (a) Test set 1, (b) Test set 

2에 대해공간유사도 맵을 통해생성된좌표를 텍스트 파
일로출력한 것과 입력 영상을좌표에맞게출력한 영상이

다. 그림 7과 그림 8 (a)에서나타난 바와같이, 첫번째 열
은 영상의 이름을, 두 번째 열은 좌측 상단으로부터 x축으

로떨어진거리를, 마지막으로세번째열은좌측상단으로
부터 y축으로떨어진거리를나타낸다. 이처럼생성된좌표
를 기반으로 스티칭될 입력 영상을 배열한 결과는 그림 7 
과 8 의 (b)와같으며, 이를통해스티칭에서활용된특징점
추출 영역을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ISOBMFF 기반 UWV 파일 포맷을
검증하기위해 UWV 파일생성기를구현하였다. UWV 파
일 생성기는공간유사도 맵을 통해 생성된영상의좌표와

영상을입력으로받아 UWV 파일을생성한다. UWV 플레
이어를 통해 생성된 UWV 파일을 재생하고 임의 접근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UWV 파일을 생성하는 데에 있어 입력은 공간 유사도
맵및이를생성하는데입력으로사용되었던 ISOBMFF 기
반비디오인그림 5 (a) Test set 1을사용하였다. 입력영상

그림 7. Test set 1에 대한 공간 유사도 맵 생성 결과
Fig 7. Result of Generating Spatial Adjacency Matrix on test set 1

그림 8. Test set 2에 공간 유사도 맵 생성 결과
Fig 8. Result of Generating Spatial Adjacency Matrix on test set 2



482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2권 제4호, 2017년 7월 (JBE Vol. 22, No. 4, July 2017)

의 개수에 따라 ‘moov’의 video track, metadata track 및
‘moof’, ‘mdat’이 생성된다. 그림 9 UWV 파일의 생성 및
재생은그림 5 (a) Test set 1을사용하여 UWV 파일을생성
하고플레이어를통해소비한 결과이다. MP4 Reader 프로
그램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UWV 파일의 구조를
검증하였다. 
그림 5 (a) Test set 1 영상의 개수는 3개이므로 그림9에
서 1개의 ‘ftyp’ 박스및 ‘moov’박스와, 3개의 비디오 입력
에각각대응하는 3개의 ‘moof 박스및 ‘mdat’박스가 생성
된것을확인했다. 그림 9 (b), (c)는개발한 UWV 플레이어
를통해 UWV 파일을재생한 결과이다. UWV 플레이어는
영상을 스티칭(Stitching)하지 않고 공간 유사도 맵을 통해
생성된 좌표를 통해 렌더링 하였다. 임의 접근을 확인하기
위해영상이재생되고있는화면에서사용자가관심영역을

선택하였을 때 해당 영역이 재생되는 것을실험했다. 그림
9 (b)는 사용자가 관심 영역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
서전체영상이재생되는것을나타낸다. 그림 9 (c)는사용
자가 관심영역을 선택하였을 때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나

타낸다. 그림 9 (a)의 첫 번째 ‘moof’와 ‘mdat’만 사용되어
재생되는 것을 확인 했다.

Ⅴ. 결 론

본논문에서는 UWV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공간유사
도 맵을 생성하고저장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ISOBMFF 
기반 UWV 파일포맷을통해공간유사도맵과카메라로부
터 입력받은 센서 정보를 저장하며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UWV 파일 생성기로부터 생성된 UWV 파일은
UWV 플레이어를 구현하여 검증하였으며 UWV 플레이어
는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관심영역을 재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제안된 방법을 통해 기존 파노라마 영상과 비
해 수평/수직방향으로넓은시야각을제공하는 UWV 서비
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향후 UWV 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필요한전송방법
과, 초점이 다른 입력영상들에대해서도공간미디어 맵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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