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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파노라마 이미지는 현재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파노라마 비디오 제작은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360도 카메라와 같은 특수 카메라가 없을 경우, 파노라마 비디오 제작은 더욱 어려워진다. 파노라마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점에서 촬영한 다수의 동영상의 시간축을 동기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카메라 내부 시계를 통한 시간축 동기화 기법은 내부 하드
웨어 차이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 정보 또는 소리 정보를 이용한 다수 비디오 간 시간축
동기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영상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정확도와 프로세싱 시간에 문제가 있으며 소리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노이즈에 민감하거나 멜로디가 없으면 동기화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리 파형을 이용한 다수 비디오 간 시
간축 동기화 기법을 제안한다. 영상 정보 기반 시간축 동기화 기법보다 높은 동기화 정확도를 보여주며 시간적 효율성을 보여준다.  

Abstract

Panoramic image is one of the technologies that are commonly used today. However, technical difficulties still exist in 
panoramic video production. Without a special camera such as a 360-degree camera, making panoramic video becomes more 
difficult. In order to make a panoramic video, it is necessary to synchronize the timeline of multiple videos shot at multiple 
locations. However, the timeline synchronization method using the internal clock of the camera may cause an error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internal hardwa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imeline synchronization between multiple videos using visual 
information or auditory information has been studied.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accuracy and processing time when using 
video information, and there is a problem in that, when using audio information, there is no synchronization when there is 
sensitivity to noise or there is no melody.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timeline synchronization method between multiple 
video using audio waveform. It shows higher synchronization accuracy and temporal efficiency than the video information based 
time synchroniz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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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들어서파노라마이미지는일반스마트폰사용자가

간편하게만들수있을만큼비근한기술중하나다. 하지만
파노라마비디오제작에는아직까지기술적한계가있다. 파
노라마비디오를만들기위해서는 360도카메라와같은특수
장치가필요하다. GoPro Omni 같은경우, Autopano라는툴
을제공하는데사용자가 360도카메라로촬영한다각도의동
영상들을정합해주고, 하나의파노라마비디오를퍼블리쉬하
는것까지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특수카메라가없을경
우에는일반스마트폰이나카메라를가지고다각도에서촬

영 후 파노라마 비디오를 제작해야 한다. 하나의 파노라마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영상에서 동일한 시간

대를찾아야한다. 동일한시간대를찾기위해하드웨어내부
시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기계마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하드웨어내부시계대신동일한시간대를찾

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림 1. 파노라마 비디오를 위한 특수 장치(왼쪽 : GoPro Omni, 오른쪽 : 
LG 360 CAM R105)
Fig 1. Special devices for panoramic video(Left : GoPro Omni, Right 
: LG 360 CAM R10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다수 비디오 간의

동일한시간대를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색상 정보
나영상특징등을이용하는영상정보기반시간축동기화

기법[1,2,3,4]이 제시되었는데, 영상 특징이나 색상 정보 같은
경우 데이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엄청난 자원을 필요로

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시간축 동기화 정확도가 떨어

지는 문제점이 있다.
오디오핑거프린팅이나 Onset 등과같은소리정보를이
용한다수동영상간시간축동기화기법[5,6]도연구되었다. 
하지만오디오핑거프린팅은멜로디탐색을위한알고리즘

으로 다수 비디오간 시간축 동기화를 위해서는 내부 구조

수정을필요로한다. Onset을이용한시간축동기화알고리
즘 또한 비디오내에멜로디가 없는 경우 시간축동기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리 파형을 이용한 시간축 동기

화기법을제안한다. 2장에서는다수비디오간시간축동기
화기법과관련된연구를소개하며, 3장에서는본논문에서
제안하는 소리 파형 기반 시간축 동기화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4장에서는시간축동기화실험결과에대해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짓는다.

 

Ⅱ. 관련 연구

1. 영상 정보를 이용한 비디오 시간축 동기화

수년간 영상 정보를 이용한 다수 비디오간 시간축 동기

그림 2. RGB 히스토그램 기반 시간축 동기화 기법[1]

Fig 2. Timeline synchronization method based on RGB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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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알고리즘이 연구되었다. RGB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시
간축 동기화[1] 기법 같은 경우 플래쉬 카메라를 이용하여
비디오 간 동일한 시간대를 찾는방법을제안하였다. 플래
쉬가 터지는 순간 비디오 내 색상이 변하기 때문에 RGB 
히스토그램도 변하게 되는데 이 순간을 포착하여 다수 동

영상간시간축을찾는방식이다. 하지만이방식은플래쉬
가 필요하다는 번거로움과 밝은 실외에서 촬영한 경우 적

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Tri-focal tensor 기반 동기화 기법[2]도 연구되었는데 이

러한 방식은 심대한 수학적이해를 필요로 한다. 3개 이상
의 장소에서 촬영한 비디오들의 영상 특징들을 추출하기

위해 기하학적 변환 후 매칭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학적 과정이 필요한데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한수학적과정으로인해강력한컴퓨팅 파워를필요로하

게 된다. 
비디오내 특징점간매칭을 이용한동기화 기법[3,4]도 제

시되었다. 이 기법은 SURF(Speed Up Robust Feature)[7]를

이용하여동영상내의모든프레임에서키포인트와특징을

추출하고동영상간특징을비교및매칭하여 유사도가가

장높을때 동일한시간대라는가정을하고시간축을동기

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비디오의재생길이가 길어
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 모든 프레임에서 키포
인트및특징을추출하기때문이다. 또한비디오내의움직
임으로 인해 시간축 동기화 정확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

다. 움직임이 빠를경우 하나의 프레임 차이에도 파노라마
비디오 제작에 어려움이 있으며 움직임이 없거나 느릴 경

우 정지 영상과 유사하게 되어 시간축 동기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소리 정보를 이용한 비디오 시간축 동기화

소리 정보를 이용한 다수 비디오간 시간축 동기화 기법

도연구되었다. 오디오핑거프린팅[8]을이용한비디오간시

간축 동기화기법[5]이제안되었는데기존의오디오핑거프

린팅을변조해서같은핑거프린팅값이나왔을때같은시

간대임을 가정하고 시간축 동기화를 하였다. 하지만 오디
오 핑거프린팅은 노이즈가 없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개

념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의 시간축 동기화에는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다.
Onset을 이용한 시간축 동기화 기법[6]도 제안되었다. 먼
저 Onset이란멜로디의노트첫위치를의미한다. 다시말해
악기를연주할때생기는음파의첫위치를말한다. Onset은 
멜로디가없을경우시간축동기화가어려워진다는문제점

이 발생한다. 실외에서 촬영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파노
라마비디오를제작하기 위해 Onset을이용하여시간축동
기화할 경우 비디오 내에 멜로디가 존재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이 발생한다. 

Ⅲ. 소리 파형을 이용한 다수 비디오간
시간축 동기화

본 논문에서는소리파형을 이용하여다수동영상간시

간축동기화기법을제안한다. 그렇다면왜소리파형일까?

그림 3. SURF 특징 기반 시간축 동기화 기법[3]

Fig 3. Timeline synchronization method based on SURF featur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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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정보를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스펙트로그램, 
오디오핑거프린팅, 소리파형등이존재한다. 오디오핑거
프린팅은멜로디의일부분을가지고커다란음악데이터베

이스에서 해당 곡을 찾기 위해만들어진개념이다. 하지만
오디오 핑거프린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이즈가 없어야

하는 제약 사항이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각도에서촬
영한 비디오에는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시간축 동기화 기

법에사용하기에는오디오 핑거프린팅은부적절하다. 또한
기본적으로멜로디를통해음악을찾고자만들어진개념이

기 때문에 시간축 동기화를 위한 오디오 핑거프린팅인 경

우 오디오 핑거프린팅의 내부 구조 수정이 필수적이게 된

다. 
두번째로스펙트로그램은시간의흐름에따라특정주파

수 대역의 크기를 나타내는 3차원 소리 정보를 말한다. 그
림 4와 같이 스펙트로그램은 시간에 따른 특정 주파수의
크기를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하게 된다. 녹색인경우 청색
보다 세기가 강한 것을 의미하며 흑색에 가까울수록 특정

주파수의크기가작은것을의미한다. 스펙트로그램은 3차
원 소리 정보이기 때문에 시간축 동기화를 위한 스펙트로

그램 간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리 파형은 시간에 따른 소리의 세기를 의

미한다. 즉, 소리가 클수록 파형의 진폭이 크게 나타나며
소리가 작을수록 파형의 진폭은 낮게 나타난다. 소리 파형
은 물리학을 알고 있다면 다른 소리 정보에 비해 비교적

쉽게이해할수있으며, 2차원정보이기때문에스펙트로그

램에 비해 다수 비디오의 소리 파형을 비교하는데 어려움

이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시간
축 동기화에 필요한 수단으로 소리 파형으로 선택하였다.
다수 비디오간 시간축 동기화를 위해 선행적으로 소리

파형을 추출해야 한다. FFmpeg은 오디오, 비디오 인코딩, 
디코딩을위한프레임워크로서비디오에서소리파형추출

후 그림 5와 같이소리 파형 이미지를 쉽게생성하게해준
다. 파형 이미지를 만들 때 정밀한 비교를 위해 비디오의
프레임수의두배에해당하는 너비와임의의높이를 가지

는이미지를만들수있다. 프레임수의두배의너비이미
지로 파형 비교를 하는 경우 두 비디오 간 0.5 프레임까지
의정확도로비교연산이가능하다. FFmpeg을통해입력한
모든 비디오의 소리 파형을 추출하고 추출한 이미지 비교

연산을 위해 이진 영상으로 변환한다. 
파형이미지간비교연산으로는 XOR(Exclusive-OR) 연
산을사용하는데두 파형 이미지가차이가 많이 날수록비

교 연산결과로흰색 픽셀의 개수가많아진다. 즉, 흰색 픽
셀개수가가장적을때가가장유사한소리파형을그리고

있는 시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교 연산 후 흰색 픽셀의
개수가 가장 적은 시점을 동일한 시간임을 알 수 있다. 
비교연산과정으로는두파형이미지의이진영상을기

반으로 XOR 연산을수행한다. 비교연산을위한기준영상
을선택하는과정이필요한데, 다수의파형이미지중너비
가제일짧은영상의절반을기준영상(그림 7의주황색사
각형부분)으로선택한다. 재생길이기준가장짧은비디오

그림 4. 스펙트로그램 예시
Fig 4. An example of Spectrogram

그림 5. FFmpeg을 통해 추출한 파형 이미지 예시
Fig 5. An example of waveform image extracted by FFm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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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간축 동기화 프로세스 흐름도
Fig 6. Timeline synchronization process flow diagram

의 절반을 기준 영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넓은 시야각을

위한동영상 제작을위해서는 다수 동영상간 시간적오버

랩이필수적인데다수동영상 중가장짧은동영상의중앙

부분이 다른 영상들과 시간적으로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영상 선택 후, 다른 파형 이미지와의 XOR 연산을 통해
비교를하는데흰색픽셀이가장적은때, 즉파형의모양이
가장유사한시점을찾을수있다. 파형의모양이가장유사
한 시점이 두 비디오 간 동일한 시간대임을 가정하고 한

픽셀 씩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XOR 연산 후 흰색 픽셀이
가장 적은 때의 인덱스를 찾는다. 이후 기준 영상의 픽셀
위치와 비교하여 두 비디오 간 프레임 차이 수를 계산할

수있다. 기본적인비교연산과정은두개의파형이미지로
수행되며 3개이상의비디오간시간축동기화를수행하고
싶은경우기준영상을기반으로모든파형이미지와 일대

일비교연산을수행하여확장할수있다. 두파형이미지간
기본적인비교연산과정은그림 7를통해확인할수있다.

Ⅳ. 실험 결과

실험을 위해 해상도 1280 x 720의 초당 60프레임, 오디
오샘플링레이트는 44100Hz인비디오 2개로구성된테스
트세트 2개해상도 1920 x 1080의초당 30프레임, 오디오
샘플링레이트는위와동일한비디오 3개로구성된테스트
세트 4개를구축하였다. 테스트세트구축을위해두개이
상의스마트폰으로실외에서촬영하였으며오디오에는멜

로디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외에서 촬영할 때 얻을 수

있는노이즈를포함하고있다. 테스트세트내영상에는다
수 객체의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확한 실험 결과를

위해 1 ~ 3초간의시간간격을두고촬영하였다. 제안한알

그림 7. 두 파형 이미지 간 비교 연산 과정
Fig 7. Comparison operation process between two waveform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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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으로시간축동기화알고리즘의시간축동기화정확

도를 실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정보 타입에 따른 시간축
동기화 프로세싱시간및시간증가율비교실험도 진행하

였다. 실험 환경은 아래의 표1과 같으며 실험을 위해 구성
한 테스트 세트에 대한 상세 정보는 표 2와 같으며 Video 
1, Video 2, Video 3은시간축 동기화 실험을 위해 구성한
임의의 비디오 2개 혹은 3개를 의미한다.

Operating System Windows 7 64bit
CPU Intel® Core™ i5-4950 CPU

Memory Capacity 8 GB

표 1. 실험 환경
Table 1. Experiment Environment

1. 소리 파형을 이용한 시간축 동기화 정확도 실험

제안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소리 파형을 이용한

시간축동기화 정확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동
영상 간 프레임 차이 수가 60Hz 기반 최대 5프레임, 약
83ms 차이가 나며, 30Hz 기반 최대 2 프레임, 약 66ms 차
이가나 높은 정확도의시간축 동기화정도를보여주는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말하는 Video 1, Video 2, 
Video 3은시간축동기화를위해입력한다수비디오의인
덱스를의미하며인덱스가 1인비디오인 Video1이가장짧
은 비디오를 말한다. 
그림 8과그림 9는테스트세트들의시간축동기화이전

그림 8. 테스트 세트 2의 시간축 동기화 이전(좌) 및 시간축 동기화 실험 결과(우) 예시
Fig 8. An example of before timeline synchronization (Left) and timeline synchronization result (Right) of Test Set 2

Frame 
Rate (Hz)

Audio 
Sampling Rate 

(Hz)

Video Duration (Second) Video Frames (Frame)

Video 1 Video 2 Video 3 Video 1 Video 2 Video 3

Test set 1 60 44100 16 22 - 991 1318 -

Test set 2 60 44100 16 25 - 961 1518 -

Test set 3 30 44100 161 161 163 4845 4844 4919

Test set 4 30 44100 152 153 152 4582 5063 4591

Test set 5 30 44100 168 169 168 5079 5063 5070

Test set 6 30 44100 181 181 182 5442 5443 5472

표 2. 실험을 위한 Test Set 정보
Table 2. Test Set Information for Experiments

Frame Difference Between Video 1 
and Video 2 (Frame)

Frame Difference Between Video 1 and 
Video 3 (Frame)

Test Set 1 (60Hz) 5 -

Test Set 2 (60Hz) 3 -

Test Set 3 (30Hz) 0 0

Test Set 4 (30Hz) 0 2

Test Set 5 (30Hz) 0 1

Test Set 6 (30Hz) 0 0

표 3. 시간축 동기화 정확도 결과(단위 : 프레임)
Table 3. Timeline Synchronization Accuracy Result(Unit :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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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간축동기화수행결과물을보여준다. 그림 8과그림 9의
왼쪽그림은테스트세트를동시에재생했을때같은시간대의

장면으로시간축동기화가적용되지않아테스트세트의동영

상간 시간차가존재하지만, 오른쪽그림은시간축동기화를
적용한같은시간대의장면으로서테스트세트의동영상간시

간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정보 타입에 따른 시간축 동기화 프로세싱 시간
비교 실험

영상 정보에 따른 시간축 동기화 프로세싱 시간과 소리

정보에 따른 시간축 동기화 프로세싱 시간 비교 실험 및

프레임수증가에따른시간축 동기화프로세싱 시간 증가

율에대한실험을진행하였다. 본실험에서이용한영상정
보는 SURF 기반 키포인트 및 특징 추출 정보이며 이미지
특징매칭기반알고리즘[4]으로실험하였으며시간및컴퓨

팅적 효율성을 위해 동영상의 해상도를 640 x 360으로 축
소시켜실험을진행하였다. 시간및시간증가율비교실험
은 시간축동기화정확도 실험을위해구축한테스트 세트

를활용하였으며 3개의비디오로구성된테스트세트의경
우 2개의 비디오만을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 프레임 수가 늘어날수록 영상 정보를 이용한

그림 9. 테스트 세트 3 의 시간축 동기화 이전(좌) 및 시간축 동기화 실험 결과(우) 예시
Fig 9. An example of before timeline synchronization (Left) and timeline synchronization result (Right) of Test Set 3

Frame increasing rate Processing time increasing rate 
based on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time increasing rate 
based on auditory information

Test set 1 1 1 1
Test set 2 1.1 1.6 1.1
Test set 3 4.1 4.3 2.6
Test set 4 4.3 5.5 3.1
Test set 5 4.6 5.6 3.2
Test set 6 4.9 10.5 3.6

표 5. 정보 타입에 따른 시간축 동기화 프로세싱 시간 증가율 비교
Table 5. Comparison timeline synchronization processing time increasing rate according to information type

Average number of 
frames of 2 videos 

(Frame)

Synchronization processing time 
based on visual 

information(Second)

Synchronization processing time 
based on auditory 

information(Second)
Test set 1 1115 1290.4 2.9
Test set 2 1240 2041.5 3.1
Test set 3 4590 5520.3 7.4
Test set 4 4845 7112.8 9
Test set 5 5071 7207.4 9.2
Test set 6 5443 13592.2 10.4

표 4. 정보 타입에 따른 시간축 동기화 프로세싱 시간 비교
Table 4. Comparison timeline synchronization processing time according to inform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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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축 동기화 프로세싱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표 4, 표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소리
정보를 이용한 시간축 동기화 프로세싱 시간은 선형적인

프레임수 증가보다 낮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프레임 수가 길어질수록 영상 정보 추출에시간이오래걸

리고, SURF를통해추출한영상정보간비교연산이파형
이미지간 비교 연산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표 4는두비디오간평균프레임수에따른시간축동기
화프로세싱 시간을나타내는 표이며정보타입에따라프

로세싱 시간이 약 최대 1307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5는 프레임 수 증가율에 따른 시간축 동기화
프로세싱 시간 증가율을 나타내며 영상 정보를 이용한 시

간축동기화 프로세싱시간증가율이소리정보에비해가

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논문에서는소리파형을이용한다수비디오간시간

축동기화기법을제안하였다. 소리파형을이용한다수비
디오 간 시간축 동기화 기법은 실험 결과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도높은정확도의시간축동기화결과를보여주었

으며, 영상정보를이용할때보다 시간축 동기화 프로세싱
시간이 압도적으로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안한 알고리즘 기반 시간축 동기화 기법은 소

리가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파노라마 비디오 제작에 어

려움이발생할수있다. 향후연구로소리가없는상황에서
도다수비디오간시간축동기화를할수있는기법을연구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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