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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VR 영상 제작을 위한 Saliency Map 기반 Seam Finding 알고리즘

한 현 덕a), 한 종 기a)‡

Modified Seam Finding Algorithm based on Saliency Map to 
Generate 360 VR Image 

Hyeon-Deok Hana) and Jong-Ki Hana)‡

요 약

현재 360 VR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카메라들은 상당히 고가이기에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할 순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휴대 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100여 장의 사진을 360° 촬영을 한 후 Image stitching으로 360 VR 영상을 얻고자 한다. 기존의 장비
는 한 번에 360° 촬영으로 VR 영상을 만들어내는 반면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할 경우 영상마다 시차가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경우 물체가 여러 장의 영상에서 나타나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Seam이 물체를 관통하여 부자연스
러운 결과 영상을 얻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물체를 판별할 수 있는 Saliency map을 이용한 Seam finder 알고
리즘을 통해 개선된 결과 영상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Abstract

The cameras generating 360 VR image are too expensive to be used publically. To overcome this problem, we propose a way 
to use smart phones instead of VR camera, where more than 100 pictures are taken by smart phone and are stitched into a 360 
VR image. In this scenario, when moving objects are in some of the pictures, the stitched 360 VR image has various 
degradations, for example, ghost effect and mis-aligning.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algorithm to modify the seam finding 
algorithms, where the saliency map in ROI is generated to check whether the pixel belongs to visually salient objects or not. 
Variou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effective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generated 360 V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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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60° VR 영상 제작 기술은 5G 이동 통신의 등장으로 빠

르게 발전돼가는 기술 중 하나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VR 카메라들은 360°를 같은 시간에 촬영한 후 360° VR 
이미지를 만든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VR 카메라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엔 비싼 가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사용해 100여 장의 사

진을 촘촘하게 찍은 후 360° VR 영상을 만들고자 한다.
360° VR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이미지 스티칭(Image 

stitching)[1,2] 기술이 필요하다. 이미지 스티칭은 2장 이상의

사진의 중첩되는 부분들을 이어 붙여 하나의 파노라마 영

상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미지 스티칭 과정을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각의 이미지마다 크기, 회전, 밝
기 등에 불변하는 특징점을 찾는다(Feature extraction)[3,4]. 
찾아진 특징점을 이용해 알맞은 특징점끼리 이어주는 특징

점 매칭(Feature matching)을 해주고 이 특징점 매칭 쌍들

을 이용해 매칭 쌍들을 이어줄 수 있는 변환행렬을 구한다. 
변환행렬을 이용하여 매칭된 특징점들이 이어지도록 영상

을 이어붙이는 와핑(Warping)을 해주면 파노라마 영상이

만들어진다. 이때 생긴 파노라마 영상은 이어 붙인 영상 간

의 밝기 차이가 존재하므로 Seam 부근이 부자연스럽게 눈

에 띄게 된다. 따라서 Seam이 눈에 띄지 않도록 블렌딩

(Blending)[5,6,7]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로 사용되는 블

렌딩은 피라미드 블렌딩(Pyramid blending)[7]인데 피라미

드 블렌딩 과정 안에는 Seam을 찾는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적절한 Seam을 찾아 마스크를 만드는

과정을 따로 추가해줘야 한다. 이때 Seam을 잘 찾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 블렌딩은 Seam을 따라서 이뤄지기 때문

에 Seam 부근이 흐려진다. 만약 Seam이 물체를 통과하게

된다면 물체의 형상이 뚜렷하지 못한 고스팅(Ghosting)[8]현

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Seam을 찾는 과정은 좋은 화

질의 결과 영상을 얻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휴대 전화 카메라를 사용해 100여 장의 사진을 찍어서

VR 영상을 만들 경우, 모든 영상의 시간 정보가 다르게 된

다. 즉, 모두 다른 시간에 사진을 촬영하므로 움직이는 물체

가 있을 경우 물체가 여러 사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어

붙일 사진의 겹치는 영역 안에서 한 사진에는 물체가 존재

하는데 다른 사진에는 물체가 사라져 있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다. 이때 기존의 Seam을 찾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움

직이는 물체를 고려하지 않아 Seam이 이 물체를 관통하도

록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과 영상의 화질을 낮추

는 데 큰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움직이는 물체가 존재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스티칭 할 두 이미지 모두에서 Sa- 
liency map을 구해 Seam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Video Stitching에서는 움직이는 물체를 피해 Seam을 결

정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Seam-driven method[9]와 Warp- 
ing method[10,11]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Seam-driven meth-
od는 움직이는 물체를 피해가도록 Seam을 결정하는 방법

이고 Warping method는 움직이는 물체를 고려하여

Warping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9]에선 비교적 움직이는

물체를 잘 피해서 Seam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

의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은 아니다. 또한 물체를 추정하는

방법도 시각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10, 11]은 video
를 이용한 방법이기에 시점의 차이가 큰 이미지들의 스티

칭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9, 10, 11]과는 다르게

시각에 주목하여 움직이는 물체 및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물체를 피하는 Seam을 찾는 방법을 소개한다.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기존의 Seam finder 알고리즘들과

마스크의 기능을 간단히 소개하고 기존의 Seam finder를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Ⅲ장에서는 시각적

으로 두드러지는 물체를 판별한 결과를 보이고 이를 이용

하여 Seam을 찾는 Seam finder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Ⅳ장

에서는 기존의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 영상과 제

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 영상을 비교 및 분

석하고 Ⅴ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Ⅱ. 기존 Seam Finder 알고리즘 및 문제점

1. 기존 알고리즘 및 마스크 기능

기존 알고리즘의 종류를 살펴보기에 앞서 마스크의 기능

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스크는 0과 1로 이루어진

영상으로 이미지를 이어붙일 때 겹치는 영역을 이어 붙이

는 이미지들 중 어떤 이미지로 채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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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와핑된 이미지에 마스크를 적용하게 되면 마스크의

1인 부분은 통과하게 되고 0인 부분은 차단되게 된다. 즉, 
마스크에서 1과 0의 경계가 Seam finder 알고리즘을 통해

찾은 Seam이 되고 마스크는 이 Seam을 따라 와핑된 이미

지를 cutting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은 와핑된 영상을 나

타내고 그림 2는 와핑된 영상의 마스크를 나타낸다. 그림

       

(a) Left side warped image (b) Right side warped image

그림 1. 스티칭될 와핑된 이미지들
Fig. 1. Warped images to be stitched

         

(a) Left Mask (b) Right Mask

그림 2. 스티칭에 사용될 마스크들
Fig. 2. Masks for stitching the warpe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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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 마스크 없이 블렌딩한 영상과 마스크를 사용하여 블렌

딩한 영상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4는
블렌딩을 했을 때 Seam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블렌딩을 사용한 영상과 사용하지 않은 영상을 비교했다. 
그림 3의 (a)는 마스크 없이 블렌딩한 영상이다. 마스크

없이 블렌딩 할 경우 겹치는 영역 전체에 두 이미지의 정보

가 모두 들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 Ghosting 현상이 생기게

된다. Ghosting 현상을 피하기 위해선 Seam을 찾아 Seam 

부근만 블렌딩하면 된다. 그림 3의 (b)는 Seam을 찾아 마스

크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블렌딩을 한 영상이다. 마스크를

이용해 블렌딩을 하면 Seam 부근만 흐려지면서 부드러운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의 빨간 테두리 부분을 보면

블렌딩을 사용하지 않은 (a)에선 경계가 확실하게 보이고

블렌딩을 사용한 (b)에선 경계부근이 자연스러워진 결과를

보인다.

    

              (a) The stitched image without masks (b) The stitched image with masks

  그림 3. 마스크를 이용한 스티칭과 이용하지 않은 스티칭의 차이점
  Fig. 3. Comparison between the stitched images without and with masks

    

             (a) The stitched image without blending (b) The stitched image with blending  

그림 4. 블렌딩을 사용한 스티칭과 사용하지 않은 스티칭의 차이점
Fig. 4. Comparison between the stitched images without and with b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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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stitching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seam을

찾기 위한 여러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들

에는 Voronoi[12], Dynamic programming[13], Graph cut[14]이

있다. Voronoi seam finder를 간단히설명하자면 겹치는 영

역 내의 pixel이 이어붙일 두 이미지 중 어느 이미지에 더

가까운지를 기준으로 Seam을 결정하고 마스크를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즉, Voronoi 알고리즘은 단순히 거리정보만

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Dynamic program-

ming과 Graph cut 알고리즘은 에너지함수를 이용해 저주

파 영역을 따라 Seam을 정하는 알고리즘이다. 

2. 기존 Seam Finder 알고리즘들의 문제점

앞서 스티칭할 영상들의 촬영 시간에 차이가 존재할 경

우 생기는 문제점과 마스크의 역할을 설명했다. 만약 스티

칭할 두 영상의 겹치는 영역에서 하나의 영상에서만 물체

    

     (a)  Left image               (b) Right image

(c) Image stitched by Voronoi
  

  
(d) Image stitched by Dynamic 

Programming

  
(e) Image stitched by Graph cut

  

  

그림 5. 움직이는 물체가 존재할 때 기존의 Seam Finder를 이용한 결과 영상
Fig. 5. The stitched images resulted from the conventional algorithms when moving objects are included in an image among the warpe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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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고 Seam이 이 물체를 관통한다면 앞서설명한 마

스크의 기능을 고려하면 물체가 Seam을 기준으로 cutting 
당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물체가 한 영상

에만 존재할 경우 Voronoi, Dynamic programming, Graph 
cut 알고리즘으로 Seam을 찾았을 때 어떤결과가 나오는지

보인다. 그림 5의 (a), (b)는 스티칭 할 원본 영상이다. (a)에
서 존재하는 물체들이 (b)에서는 없어진 상태다. (c), (d), 
(e)에서는 각각 Voronoi, Dynamic programming, Graph cut 
방법으로 Seam을 찾아 스티칭 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Voronoi 방법으로 경계를 찾은 (c)결과를 보면 주황

옷의 사람이 사라져있다. 특히 (d), (e)의 영상에선 주황옷

의 사람을 Seam이 관통하면서 cutting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경우 Seam이 물체를

관통하여 지나가는 경우가 빈번히 존재하고 좋은 결과 영

상을 얻기 위해선 이 Seam이 물체를 피해가도록 정해질 필

요가 있다.

Ⅲ. 제안하는 Seam Finder 알고리즘

제안하는 Seam finder 알고리즘은 크게 시각적으로 두드

러진 물체를 판별하기 위한 Saliency map을계산하는 부분

과계산된 Map에서 에너지가 작은 영역을 따라 Seam을 정

하는 부분으로 나눌수 있다. 우선 ROI(Region Of Interest) 
영역 내에서 스티칭할 두 이미지 모두 Saliency map을 구한

후 두 개의 Map을더해 하나의 Saliency map을 만든다. 여
기서 두 개의 Map을더해줌으로 인해 ROI 영역 내에 하나

의 이미지에만 물체가 존재하더라도 높은 값을 갖는 Sa- 
liency map을 구할 수 있다. 이 Map에서 에너지가 작은 영

역을 따라가는 Seam을 구하기 위해 Dynamic programming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기존의 Dynamic programming seam 
finder는 영상의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밝기 값 변화량을

이용한 Energy map을 사용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Gaussian 
blurring과 Lab color space를 이용한 Saliency map을 사용

하여 Seam을 추출한다. 그림 6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과

정을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과 같다.

Begin Seam Finding

Extraction of R, G, B components 
from ROI of the images to be stitched

Generate the blurred R, G, B images 
by using Gaussian filter

Convert the R, G, B image and their 
blurred images to L, a, b color space

Generate two temporary saliency maps 
based on the average values and L2-norm 

of pixels in L, a, b images

Blending by using modified Mask

그림 6.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flow chart
Fig. 6. The flow chart of the proposed algorithm

Generate a final saliency map by adding 
two temporary saliency maps

Extraction a seam by applying Dynamic 
programming algorithm for the final 

saliency map

1. ROI(Region Of Interest)에서 RGB 추출

ROI는 스티칭할 두 이미지의 겹치는 영역으로 그림 7의
빨간 테두리 영역이다. 스티칭할 두 이미지에서 각각 ROI 
영역 안에 있는 Pixel의 R, G, B 값을 추출한다. Seam find-
er에서맨 처음에 ROI의좌측 상단좌표와 ROI의 가로 및

세로 길이를 찾아 저장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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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ussian Blurring

ROI 내의 R, G, B 값을 각각 Gaussian blurring 해준다. 
이미지는 discrete하기 때문에 Binomial filter를 사용하면

Gaussian에거의 근사할 수 있고 본 논문에선 

 [1,4,6,4,1]

의 필터를 가로, 세로에 적용해 =


로 블러링된 ROI

영역 이미지를 추출했다[16]. 여기서 스티칭할 두 이미지 모

두 R, G, B에 대해 블러링 해주고 스티칭할 두 이미지를

Img1, Img2라 하고 블러링한 각각의 이미지를 blurImg1, 
blurImg2라 하면 Img1과 Img2 각각의 pixel값은 [B, G, R]
의 값을 갖고 있으며 blurImg1과 blurImg2 각각의 pixel값
은 블러링된 [B*, G*, R*]의 값을 갖고 있다. 이미지가 와

핑된 상태지만그림 7의 (a)와 (b)처럼테두리 부분의 pixel
값이 0으로 존재하지 않고 경계의 pixel을 mirroring하여값

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를 포함하여 블러링한 후 Saliency 
map을 구해줄 수 있다.

3. RGB to Lab Color Space

Lab 색 공간은 인간의 시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

의됐다[17]. L의 값은 인간이 느끼는 밝기에 대응하며 0의

값은 검은색을 나타내고 100의 값은 흰색을 나타낸다. 즉, 
L은 0~100의범위를갖는값이고 인간이느끼는 밝기의 정

도이다. a는 값이 음수일 경우 초록에 가까운 색이고 양수

일 경우 빨강 및 보라에 가까운 색이다. b는 값이 음수일

경우 파랑에 가까운 색이고양수일 경우 노랑에 가까운색

이다. a, b도 L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느끼는색깔의 차이와

비례하도록 정의됐다. RGB 색 공간에서 Lab 색 공간으로

변환하기 위해 우선 XYZ 색공간으로[18] 식(1, 2, 3)을 사용

해 먼저 변환해준다. 

   ×   × 

×
(1)

   ×   × 

×
(2)

   ×   × 

×
(3)

 
where

XYZ 색공간은 인간의 색채 인지를 측정하여 만들어진

색 공간이고 Lab는 XYZ 색 공간을 비선형 변환하여 만들

   ×   
× 

(4)

      

(a) (b) (c)

그림 7. ROI(Region of interest)
Fig. 7. ROI(Region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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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색공간이다. 좀더직관적으로설명하자면 Lab 색공

간은 XYZ 색공간에서 정의된흰색에 대한 상대적인값을

이용해 정의된 공간이다. 즉, 흰색의 값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을 나타낼수 있다. XYZ 색공간에서 Lab 색공간으로의

변환은 아래 식(5, 6, 7)과 같다. 

  ×   (5)

   ×    (6)

   ×    (7)

where                   

식 (8)에서 ref_X, ref_Y, ref_Z는표준색관찰자로 상황

에 따라 여러 값을 사용할 수 있지만[19,20] 본 논문에서는

CIE 1931 2° 표준 관찰자 값들 중 daylight에 해당하는

95.047, 100.000, 108.883의값을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 사

용한 CIE 1931 2° 표준관찰자는평균적인 시각을 가진 사

람의 시야각 2° 이내에 몰려 있는 원추세포의 반응을 나타

낸다. 위의식을 이용해 Img1, Img2, blurImg1, blurImg2를
모두 Lab color space로 변환해준다.

4. Saliency Map 추출

Saliency map을 계산하는 식은 (9)와 같다[15].

   ∥  ∥ (9)

여기서 는 앞서계산한 Img1 또는 Img2의 관심영역 내

에 있는 각 pixel마다저장된 [L, a, b]들의평균값 [mean_L, 
mean_a, mean_b]를 가진 벡터이다. 여기서 관심영역은

ROI 내에서도 두 이미지 모두픽셀값을 가지는 영역으로

Seam이 정해질 영역이다. Seam finder에 사용하는 마스크

는 모두 와핑된 이미지의 마스크이기에 ROI내에서 0의값
을 갖는 영역이 존재하고 이 부분들은 관심영역에서 제외

한다. 
는 블러링된 이미지를 Lab color space로 변환한

blurImg1과 blurImg2의 관심영역 내의 [L*, a*, b*]값을갖

는 pixel이고, ∥ ∥는 Euclidean distance다. 즉 R, G, B값
을 L, a, b로 변환시킨 Img1, Img2와 블러링된 R*, G*, B*
값을 L*, a*, b*로 변환시킨 blurImg1, blurImg2를 이용해

두 개의 Saliency map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Saliency 
Map의 pixel들의값이클수록 시각적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판단하고 작을수록 중요하지 않은 영역으로 판단한다. 그

  










  




    

×    
(8)

     

                       (a) original Image                                                  (b) binary image

그림 8. Saliency Map에서 threshold를 사용한 이진 영상
Fig. 8. Binary image derived from saliency map by using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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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8은 Saliency map의 값들 중 가장 큰 값을 255로 하여

0~255사이의 값들을 가지게 조정한 후 적절한 threshold를
사용하여[15] threshold보다 작은 pixel은 0, 큰 pixel은 1의
값을갖는 이진 영상이고 이를 통해 앞서말한 pixel의값이

클수록 시각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림 8의 (b)를 보면 단순히 경계선뿐아니라 물체의 내부도

판별할 수 있음을 보인다. Img1과 blurImg1을 이용해 만든

Saliency map을 Saliency1, Img2와 blurImg2를 이용해 만

든 Saliency map을 Saliency2라 했을 때 Saliency1과
Saliency2 모두 Seam이 정해질 영역인 관심영역 내의 pixel 
중 가장 큰 값이 1000이 되도록 하여 0~1000 사이의 값을

갖도록 범위를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중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사이의값의 차이가 커지도록 할

수 있다. Seam을 정할 최종 Saliency map은 Saliency1과
Saliency2를 더하여 만들고 둘을 더해줌으로 인해 스티칭

할 두 이미지 모두 시각적으로 중요한 영역을최종 Salien- 
cy map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관심영역에서벗어난

pixel엔 10000의 값을 penalty로 주어 Seam이 관심영역 외

부로 지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5. Seam 추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Saliency map에서 작은 값을 갖는

영역을 따라 Seam을 만들어 시각적으로 중요한 영역을 보

호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Dynamic programming algorithm

을 사용한다. Dynamic programming은 경우에 따라 가로방

향으로 진행하거나 세로방향으로 진행한다. 진행방향을 논

하기에 앞서 가로방향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알고리즘을 먼저 설명한다. 우선 Saliency map으로부터

Energy map을 식 (10)를 이용해 계산한다. 

    min








 
 
 

(10)

위 식에서 가로방향을 라 하고 세로방향을 라 했을

때 에너지함수의 값은 왼쪽에 있는 pixel과 그 pixel의 위, 
아래 pixel값 중 최솟값이 더해져 영향을 주게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Energy map을 구한 후맨왼쪽의 모든 pixel
들이 각각출발점이 되어 시작하여맨오른쪽에 도달할 때

까지      중 가장 작

은값을 따라 Seam을 찾고 찾은 Seam들 중 지나온에너지

함수의값들의 합이 가장 적은 Seam을 추출하는것이 기본

적인 Dynamic programming의 방법이다. 본 논문에선 앞서

지정한 관심영역에서 벗어난영역에 penalty로 10000을 줬
었는데 에너지함수의값들의 합을계산할 때 관심영역에서

벗어난영역의 pixel일 경우 합에 포함하지 않는다. Seam을

추출해 나가면서 관심영역에 포함된 영역의 pixel일 경우

counting하여 관심영역에 포함된 에너지함수의 값들의 합

에서 나눠주고 이를 비교한값이 가장 적은 Seam을 추출한

다. 이 과정을 그림 9에 도식적으로 나타냈다. Dynamic 

2 2 10 7 8 8

3 2 10 6 7 10

4 4 2 5 5 10

2 10 5 3 4 10

5 3 6 5 8 6

6 4 8 4 7 8
        

2 4 14 21 20 26

3 4 14 12 18 24

4 6 6 11 14 23

2 12 10 9 13 23

5 5 11 15 17 19

6 9 13 15 22 25
        

2 4 14 21 20 26

3 4 14 12 18 24

4 6 6 11 14 23

2 12 10 9 13 23

5 5 11 15 17 19

6 9 13 15 22 25

                (a) Saliency Map                            (b) Energy Map                    (c) Seam with minimum energy

    그림 9. Dynamic Programming Algorithm 과정
    Fig 9. Process of Dynamic Programming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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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ing을 시작하기 전에 Seam의 방향을 정해줘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Img1의 높이를 ROI영역의 높이로

나눈값과 Img1의너비를 ROI영역의너비로 나눈값의 크

기를 비교하여 높이를 계산한 값이 너비를 계산한 값보다

크면 x방향으로, 작으면 y방향으로 정했고 이를 식 (11)로
간단히 나타냈다. 이식은 스티칭할 이미지들의 ROI영역의

경계 중 Img1과 붙어있는 경계와 Img2와 붙어있는 경계

사이를 지나가는 Seam을 추출해서 Img1의 경계에서 Img2
의 정보가 선택되는 경우를최대한막아준다. Seam을 기준

으로 양쪽에 각각 0과 1을 채워 최종 mask를 추출한다.

 

Ⅳ.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기존의 Seam finder 알고리즘들 중에서 Vo- 
ronoi, Dynamic programming, Graph cut 알고리즘과 제안

하는 Seam finder 알고리즘이 스티칭된 이미지의 화질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한다. 우선 Ⅱ-2의 그림 5에서

  가로방향방향   
세로방향방향 

(11)

    

(a) Image stitched by Voronoi (b) Image stitched by Dynamic programming

    

(c) Image stitched by Graph cut (d) Image stitched by the proposed algorithm

그림 10. Fig. 5에서 사용된 영상에 대해 기존의 Seam finder 알고리즘들과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
Fig. 10. Comparison between images stitched by the conventional seam finder algorithms and the proposed algorithm for pictures of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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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던 기존 알고리즘들의 문제점이 제안하는 알고리즘

으로 스티칭했을 때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림 10에서 확인

해보고 움직이는 물체가 존재하는 또 다른 이미지들을 기

존의 Seam finder 알고리즘들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스

티칭했을 때의 결과를 그림 11, 그림 12에서 보인다. 기존

의 Seam finder 알고리즘 중 낮은 주파수를 따라 Seam을

찾는 알고리즘들은 물체의 경계에서만 고주파로 인식하고

물체 내부에선저주파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선 이를 해결하고자 Saliency map을 도입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13에선 움직이는 물체가 존재하

지 않는 두 이미지를 스티칭했을 때 제안하는 Seam finder 
알고리즘이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영역을 피해서 Seam을

추출하는지의 여부를 기존의 Seam finder를 사용한 결과영

상들과 비교하여 확인했다.
그림 10에서 (a)는 Voronoi를 이용하여 스티칭한 결과영

상으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모습만 나타난다. 이는 Seam
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가르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Seam이

정확히 두 사람의 사이를 지나가면서 시각적으로 큰 문제

가 없어 보이지만 Seam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

를 지나가도록 의도된 상황이 아닌 단순한 우연으로 이루

어진 결과영상으로 다른 상황에선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b)와 (c)의 결과영상을 보면 모두 Seam이오른쪽사

람을 통과하면서 Ghosting이 일어난다. 이는 주파수를 이

용하는 기존의 Seam finder 알고리즘으로는 움직이는 물체

가 존재할 경우 이를 피해가지 못함을 보여준다. (d)는 제안

하는 Seam finder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스티칭한 결과영상

이다. Saliency map을 사용하여 스티칭한 결과 사람이 존재

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부분이라 판단하여

Seam이 이를 피해가도록 결정됐고 Ghosting을 피하는 결

과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a) Image stitched by voronoi

  

(b) Image stitched by dynamic programming

(c) Image stitched by graph cut

  

(d) Image stitched by the proposed algorithm

그림 11. 움직이는 자동차가 존재할 때 기존의 Seam finder 알고리즘들과 제안하는 Seam finder 알고리즘을 이용한 결과들의 비교
Fig. 11. Comparison between images stitched by the conventional seam finder algorithms and the proposed algorithm when pictures include 
the moving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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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mage stitched by voronoi  

    

(b) Image stitched by dynamic programming

(c) Enlarged image of red box region in (a)

    

(d) Enlarged image of red box region in (b)

(e) Image stitched by graph cut

    

(f) Image stitched by the proposed algorithm

(g) Enlarged image of red box region in (e)

   

(h) Enlarged image of red box region in (f)

그림 12. 영상의 크기에 비해 작은 움직이는 물체가 존재하는 영상들의 스티칭 결과 비교
Fig. 12. Comparison between images stitched by the conventional seam finder algorithms and the proposed algorithm when pictures include small 
moving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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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에서는 움직이는 자동차가 스티칭할 여러 장의

영상에 존재할 때 기존의 Seam finder 알고리즘들과 제안

하는 Seam finder 알고리즘을 사용한 결과 영상들을 각각

비교한다. (a)는 Voronoi를 사용한 결과영상인데 움직이는

자동차의 앞부분이 살짝 남아있는 모습이다. Seam이 자동

차의 앞부분을 통과하여 지나가면서 Ghosting이 생겼다. 
(b)와 (c)는 각각 Dynamic programming과 Graph cut을 사

용한 결과영상으로 (b)는 자동차의 뒷부분을 Seam이 통과

하고 (c)는 자동차의 앞부분을 Seam이 통과하면서 각각 자

동차의 뒷부분과 앞부분이 잘린 모습이다. 반면에 제안하

는 Seam finder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스티칭한 결과영상은

Seam이 자동차를 피해가도록 추출되어 자동차가 잘린 모

습으로 나타나거나 Ghosting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다. 이는 스티칭할 모든 영상의 Saliency map에서 자동차가

있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영역으로 제대로 판단했

음을 알 수 있다. 

(a) Image stitched by voronoi  

   

(b) Image stitched by dynamic programming                                                  

(c) Image stitched by Graph cut

    

(d) Image stitched by the proposed algorithm

             

그림 13. 움직이는 물체가 없는 영상들의 스티칭 결과 비교
Fig. 13. Comparison between images stitched by the conventional seam finder algorithms and the proposed algorithm when any moving object 
is not included in the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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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그림 14. 그림 13의 와핑된 이미지, Saliency map, Mask
Fig. 14. The warped images, Saliency maps, and Masks of 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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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에서는 작은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 각각의 Seam 
finder 알고리즘들을 이용해 스티칭한 결과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했다. (a), (b), (e), (f)는 각각 Voronoi, Dy- 
namic programming, Graph cut, Proposed seam finder를 이

용하여 스티칭한 결과영상이고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부분

을 빨간색 경계를 통해 표시했다. (c), (d), (g), (h)는 각각

(a), (b), (e), (f)의 움직이는 물체가 존재하는 빨간 경계로

둘러싸인 영역을 확대한 영상들이다. (c)를 보면 Voronoi를
이용하여 스티칭한 결과 움직이는 물체를 Seam이 통과하

지 않으면서 Ghosting이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결과영

상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d)와 (g)를 보면 Dy- 
namic programming과 Graph cut 모두 Seam이오른쪽사람

을 통과하면서 Ghosting이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 (h)를 보면 Seam이 물체를

지나가지 않아 Ghosting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Saliency 
map이 작은 물체도 판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에선 움직이는 물체가 없고 영상 간 시점 이동이

큰 경우 기존의 Seam finder 알고리즘들이 추출하는 Seam
과 제안하는 Seam finder 알고리즘이 추출하는 Seam에 어

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a), (b), (c)는 모두 기존의

Seam finder 알고리즘인 Voronoi, Dynamic programming, 
Graph cut을 이용하여 스티칭한 결과영상이다. (a)에선 다

른 결과영상들보다 모니터 위쪽이 매끄럽지 못하고 (b), 
(c), (d)에선 아래쪽의 종이가 매끄럽지 못한다. (c)의 경우

컵의빨대를 Seam이 통과하여컵의 정보가 손실되기도 했

다. 기존의 방법들과 제안하는 알고리즘 모두 영상 간 시점

이동이 큰 경우 이미지 와핑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보완하

지는 못했고 이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한계점으로 추후 연

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또 다른 한계

점은그림 14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림 14의 (a)와 (b)는 스

티칭할 이미지의 와핑된 이미지고 (c)와 (d)는 (a)와 (b)의
Saliency map이다. (c)를 보면 모니터를 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배경으로 인식했는데 이는 영상의 대부분을 모니터

가 차지하기 때문이고 Saliency map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개의 Saliency 
map을더하여 하나의 Saliency map을 생성하지만 그림 13
의 결과를 확인하면 경계선이 모니터를 관통하므로 (c)에서

모니터부분이 배경으로 인식되면서 Saliency map에서 너

무적은 에너지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우리가 원

하는 물체를 배경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

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Ⅴ. 결 론

기존의 Seam finder는 거리정보와 주파수정보를 사용하

여 Seam을 추출했다. Voronoi 알고리즘은 속도가 빠른 장

점이 있지만 좋은 Seam을 찾아내기엔 단순히 거리정보만

을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주파수정보를 이용한 Dynamic 
programming과 Graph cut은좀더좋은 화질의 결과영상을

얻기 위한 Seam을 추출할 가능성이높지만 물체 내부를저

주파로 인식하는 점과 움직이는 물체에 강인하지 않은 한

계가 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물체의 내부도 시각적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Saliency map을 활용한

Seam finder 알고리즘을 제안했고 여러 물체에 대한 실험

결과를 통해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물체들을 제대로 판단하

고 이를 피해가는 Seam을 추출함을 확인했다. 하지만그림

13의 (d)에서 보이듯이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영역이라 판

단된 모니터는 Ghosting이 일어나지 않은 모습에 비해 왼

쪽의 종이는 상대적으로 모니터보다 중요한 영역으로 판단

되지 않아 Seam이 통과하여 Ghosting이 일어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여전히 개선해야할 문제점이지만 제안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영역, 즉
가장 잘 눈에 띄는 영역을 좋은 화질로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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