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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파노라믹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카메라 시스템이 기술된다. 시스템은 제1 방위에서의 제1 이미지 및 제2 방위에서

의 제2 이미지를 기록하도록 구성되는 이미징 장치(imaging apparatus)를 포함한다. 센서는 상기 이미징 장치의 이

동을 검출한다. 프로세서는 상기 센서의 출력을 이용하여 제1 이미지 및 제2 이미지를 함께 짜맞춤으로써, 파노라믹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대표도

도 1a

색인어

카메라, 모션 센서, 파노라믹, 서라운드, 이미징 장치, 이미지 합성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합성 이미지(composite image)를 생성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특히, 카메라의 이동(movemen

t) 및 방위(orientation)를 결정하는 모션 센서(motion sensor)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모션 센서로부터의 데

이터는 대형 합성 이미지를 짜맞추기(stitch) 위해, 카메라에 의해 획득된 복수의 이미지와 결합된다.

배경기술

오늘날의 사진(photographic) 및 영상(imaging) 시스템은 주로 국부적인(localized) 이미지를 재현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설계된다. 통상적으로, 광각도(wide angle) 렌즈는 파노라믹(panoramic) 사진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광

각도 렌즈는 통상적으로 이미지의 에지(edge)에서 왜곡(distortion)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진다. 광각도 렌즈의 두 번

째 단점은, 필름의 제곱 밀리미터당 보다 많은 피사체(subject) 내용들이 기록되어, 그 결과, 보다 덜 상세한 이미지가

기록 된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복수의 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한 복수의 카메라 또는 전

자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상기 복수 이미지는 합성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재결합(recombine)된다.

광각도 렌즈의 시야 밖의 장면(scene)을 기록하기 위해, 과거의(traditional) 파노라믹 영상 시스템은 둘 또는 그 이상

의 카메라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상기 두 카메라 사이의 관계는 거의 고정되었다. 따라서, 상기 두 카메라의 고정된 

관계로 인해, 두 이미지를 재결합할 때, 상기 두 이미지에 관련된 정보는 알려져 있었다. 두 개의 카메라 사용에 따른 

문제점은, 두 카메라 시스템은 단일 카메라 장치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두 개의 카메라는 두 개의

렌즈, 두 개의 몸체, 및 두 세트의 필름이 필요하다.

또한, 재결합될 일련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제3의 종래 기술 방법에서, 렌즈 시스템은 연속된 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해 

이동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의 결과로 종종 기록된 이미지 간의 과도한 오버랩(overlap)이 생긴다. 상기 과도한 오

버랩은 거대한 양의 메모리를 소비하는 과잉 데이터를 나타낸다. 또한, 과도한 오버랩은 가외의 이미지(extra image)

기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가외의 이미지도 저장 및 처리되어야 한다.

오버랩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는 정보 기록에 장애(failure)를 야기시킬 수 있다. 충분한 정보 기록에 대한 장애는 합

성 이미지 재구성을 어렵게 만드는 이미지 간의 갭(gap)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단일 합성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한 

최적의 오버랩 영역을 갖는 복수 이미지를 빠르고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다음의 응용예에서 설명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이 기술된다. 상기 시스템은 제1 방위에서의 제1 이미지 및 제2 방위에서의 제2 

이미지를 기록하도록 구성된 이미징 장치(imaging apparatus)를 포함한다. 센서는 상기 이미징 장치의 이동을 검출

한다. 프로세서는 상기 센서의 출력을 이용하여 상기 제1 이미지 및 상기 제2 이미지를 함께 짜맞춤으로써, 파노라믹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이미징 장치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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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는 도1의 이미징 장치를 이용하여 두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기술한 순서도.

도3은 서라운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4는 단일 합성 이미지를 형성하는 두 이미지를 결합하는 과정을 기술한 순서도.

도5는 오버랩 영역을 최적화하도록 상기 이미징 장치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한 순서도.

실시예

이하의 상세한 설명에서, 서라운드 이미지(surround image) 및 파노라믹 이미지를 모두 포함한 합성 이미지를 생성

하기 위한 단일 렌즈 시스템을 갖는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시스템이 기술될 것이다. 파노라믹 이미지는 통상적으로 

광각도 렌즈의 시야를 초과하는 큰 영역을 포함한 이미지이이다. 파노라믹 이미지는 뷰어(viewer) 주변의 호에서 투

영된 이미지인 서라운드 이미지를 포함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자를 완전히 둘러싼 360도의 호이다.

일실시예에서, 카메라는 마이크로-머신(micro-machined) 실리콘("MENS") 센서인 모션 센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

직한데, 이것은 상기 카메라의 선형(linear) 및 회전(ratational) 가속도(acceleration) 또는 이동을 검출한다. 이에 따

라, 상기 카메라의 변위를 계산하여 카메라가 놓일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GPS(Global Positioning Sys

tem) 시스템을 사용하여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사용 가능한 모션 센서의 다른 형태로는 진동(vibrating) MEM

센서 또는 상업상 이용 가능한 레이저 자이로(gyro)가 있다. 프로세서는, 카메라 방위 정보를 포함한 위치 정보 및 상

기 카메라에 의해 획득된 적어도 두 개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피사체의 합성 또는 파노라믹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다.

이하의 상세한 설명에서,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한 세부 사항들이 제공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명세서에

서는 마이크로-머신 가속도계와 같은 특정 MEMS 센서 형태를 이용하여 본 발명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외의 

위치 센서 또는 모션 검출기가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GPS 시스템 및 다른 형태 의 MEMS가 적합하다. 

센서가 충분한 정확성을 갖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사용되는 실제 센서는 상기 센서의 비용, 센

서의 전력 소모 및 센서의 사이즈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포함된 세부 사항들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

었으며,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파노라믹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카메라가 도1에 도시되었다. 도1에서, 카메라(104)는 파사체(108)의 합성 이미지

를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피사체는 통상적으로 넓은 영역에 걸친 장면 또는 이미지이다. 제1 이미지를 획득할 때

, 상기 카메라는 초기 위치(112)에 있다. 상기 제1 이미지를 획득한 후, 카메라는 제2 위치(116)로 이동된다. 상기 이

동은 화살표(12)에 의해 도시된 수평 이동(lateral translation) 및 화살표(124)에 의해 도시된 회전 이동(rotation mo

tion)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상기 카메라 내의 모션 센서(128)는 카메라의 수평 이동 및 회전을 검출

한다. 상기 수평 및 회전 이동을 검출하기 위해, 두 개의 MEMS 센서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서, 하나의 M

EMS 센서는 수평 가속도(acceleration)(120)를 검출하고, 두 번째 MEMS 센서는 회전을 검출한다. 일실시예에서, 

수평 이동을 방지하면 단일 MEMS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MEMS 센서(128)는 관성(inertial) 센서이다. 이러한 센서는 Howe에 의해 개발된 콤 드라이브

액츄에이터(comb drive actuator) 기술에 기초하고, W.C.Tang , T.C.Nguyen 및 R.T.Howe의 논문, "Laterally Dri

ven Polysilicate Reside Micro structures"(회보, IEEE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Workshop, Salt Lake Ci

ty, Utah, U.S.A.,February, 1989, 페이지 53-59)에 기술되어 있다. 적합한 가속도계(accelerometer)의 일례로 아

날로그 디바이시스사(Analog Devices)의 50N1G 가속도계가 있다. 아날로그 디바이시스사는 또한 장치 회전을 판단

하기 위한 마이크로 머신 센서가 결합된 집적 BiCMOS를 생산한다. 이 센서는 더 나아가 차량용 제동 시스템(automo

tive braking system)에 사용되고 있다. 이 센서는 제너럴 모터스사(General Mortors)에 의해 상품화되고 있으며, 

미국, 미시건주, 48109, 앤 아보(Ann Arbor) 소재의 미시건 대학, 전기 공학부의 Center for Integrated Sensors an

d Circuits 소속의 C.H.Mastrangelo의 논문, "Overview Of MEMS Activities In The U.S."에 기술되어있다. 또한, 

Mastrangelo의 논문에는, 카메라의 이동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광 액츄에이터(optical actuator)를 포함한, 

모션 센서의 대안의 실시예들을 기술하고 있다. 카메라의 가속도를 적분함으로써, 속도를 나타낼 수 있다. 상기 속도

의 제2 적분은 카메라의 변위(displacement)를 생성한다. 이 변위 정보는, 상기 카메라(104)의 제1 위치(112) 및 방

위에 대하여, 제2 이미지가 획득될 때의 카메라(104)의 제2 위치(116)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제1 위치(112) 및 제2 위치(116)를 모두 포함한 카메라의 상대적인 방위 및 위치가 상기 카메라 내의 메모리 장

치(132)에 모두 기록되거나, 또는 대안의 실시예에서, 상기 데이터는 카메라에 연결된 외부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가속도를 측정하는 센서와 같은 일부 모션 센서는 위치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가속도 

데이터와 같은 상기 카메라의 이동을 기술하는 데이터는 메모리에 기록될 수 있다. 그 후, 프로세서는 상기 모션 데이

터를 이용하여 위치 데이터를 계산한다. 각 모션 또는 위치 및 방위 데이터는, 제1 위치(112) 또는 제2 위치(116)와 

같이 대응되는 위치와 함께 기록된 각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된다.

기록된 각 이미지는 포토그래픽 필름 상에, 보다 바람직하게는, 전자 센서(134)를 사용하여 기록될 수 있다. 일실시예

에서, 상기 전자 센서는 상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CMOS) 센서이다. 대안의 실시예에서는, 포토 센싱 전하 결합 소

자("CCD") 어레이 또는 포토-다이오드가 사용될 수 있다. 전자 센서에 의해 출력된 전자 이미지는 제2 메모리 장치(1

36)에 저장된다. 만일, 상기 이미지가 포토그래픽 필름 상에 기록되었을 경우, 상기 이미지는 다음의 처리를 위해 전

자 형태로 변환된다. 상기 변환은 스캐너, 또는 화학 또는 광(light) 데이터를 전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그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스캐너는 캘리포니아, Hewlett Packard of Palo Alto를 포함한 몇몇 회사로부터 상업

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상기 디지털 이미지는 메모리 장치(136)에 저장된다.

프로세싱 유닛(140)은 하나의 피사체의 둘 또는 그 이상의 이미지로부터 단일 파노라믹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상

기 이미지, 및 대응하는 위치 및 방위 정보를 검색하고, 이것을 단일 파노라믹 이미지로 재결합한다. 상기 프로세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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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140)은 그래픽 프로세서 카드에 구현될 수 있다. 다른 실시에에서, 상기 프로세서는 그래픽 처리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일반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이다. 두 이미지를 하나의 합성 이미지로 생성하기 위한 다양

한 처리 방법이 도4에 설명되어 있다.

도2는 상기 도1의 카메라로부터 파노라믹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단계를 도시한 순서도이다. 단계(204)에서

, 제1 이미지를 얻기 전에, 사용자는 카메라 위치 표시기를 리셋한다. 상기 카메라 위치 표시기를 리셋하는 것은, 상기

모션 센서의 출력을 저장하는 메모리(132)를 소거(clear)하여, 상기 기록되는 제1 이미지가 영점 기준 프레임에서부

터 차례로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208)에서, 상기 카메라는 영점 기준 프레임에 피사체의 이미지를 기록

한다. 상기 제1 이미지의 기록이 수행됨과 거의 동시에, 상기 카메라의 해당 위치 및 방위가 메모리(132)에 기록된다.

상기 도1의 카메라에서, CCD 어레이는 도1의 상기 제2 메모리(136)에 저장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카메라가 상기 제1 이미지, 및 해당 위치 및 방위 정보를 기록한 후, 단계(212)에서, 상기 카메라는 위치 전환(reposit

ion) 또는 방위 전환(reorientation)이 된다. 상기 재배치(relocation)는 수평 이동(120) 및 방위(회전) 이동(124)을 

모두 포함한다. 사람 또는 모터로 구동되는 장치가 카메라를 이동시킨다. 일실시예에서, 상기 카메라는 수평 이동을 

최소화하고 수평 이동을 측정하지 않는 카메라의 실시예를 허용하기 위해, 트라이포드(tripod) 주변을 회전한다. 위치

이동을 하는 동안, 단계(216)에서, 센서, 바람직하게는 MEMS 센서는 상기 장치의 수평 이동 및 회전을 기록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는, 상기 MEMS 센서는 가속도를 기록하고, 변위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가속도를 적분한다. 상기

기록된 가속도, 회전 또는 변위 정보는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다.

카메라가 제2 위치로 변경되면, 상기 카메라는 피사체의 제2 이미지를 기록 한다. 상기 제2 이미지가 기록됨에 따라, 

상기 카메라는 모션 센서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2 이미지에 해당하는 카메라 위치 및 방위를 기록한다. 상

기 위치 및 방위 정보는 위치 및 방위 메모리 장치(132)에 저장된다. 상기 제2 이미지 및 상기 제1 이미지는 피사체의

충분한 양을 오버랩하도록 하여,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오버랩된 영역을 재구성하고, 파노라믹 이미지를 짜맞출 수 

있게 된다.

단계(204)부터 단계(220)의 이전의 순서는 스틸 카메라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기술된다. MEMS 또는 모션 센서

는 비디오 카메라 내에 설치되어, 카메라 이동에 따라 많은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다. 각 이미지는 상기 모션 센서에 

의해 기록된 정보로부터 생성된 위치 및 방위 데이터 세트에 대응된다.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들은 광범위한 파노라

믹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근접한 이미지와 함께 재구성된다. 이러한 이동 이미지의 재구성에서 설명된 기술은 단계

(204)부터 단계(220)까지의 반복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된 일련의 재구성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수행된다. 단

계(224)에서, 상기 모션 센서에 의해 생성된 상기 위치 및 방위 정보는 기록된 해당 이미지와 함께 프로세서로 전달된

다.

도3은 서라운드 또는 반구형(hemispherical) 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한 카메라 시스템(300)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이다. 피사체로부터의 빛은 상기 피사체의 이미지를 미러(mirror)(308) 위에 생성하는 렌즈 시스템(304)을 통해 통과

한다. 미러(308)는 상기 이미지를 센서(312)로 보낸다. 센서(312)는 포토그래픽 필름일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센서(

312)는 CCD 센서 어레이 또는 CMOS 장치이다. 센서(312)의 출력은 메모리 장치(미도시)에 저장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렌즈 시스템(304), 미러(309) 및 센서(312)를 포함한 어셈블리(assembly)는 서로 고정된 관계로

함께 탑재되어, 미러 틸트 엑츄에이터(mirror tilt actuator)(316)는 상기 피사체의 위 및 아래(Y축을 따라)의 특정 포

인트 부분을 기록하기 위한 제1 자유도에 따라 상기 어셈블리를 기울이게 된다. 상기 경사도는 이미지가 기록될 때 경

사량(amount of tilt)을 기록하는 센서 형태의 하나인 인코더(320)에 기록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렌즈 시스템(304), 미러(308) 및 센서(312)를 포함한 상기 어셈블리는 또한, 상기 피사체의 양측

(X축을 따라) 포인트 부분을 기록하기 위한 제2 자유도에 따라 상기 어셈블리를 회전시키는 자유 회전 링(324) 상에 

설치된다. 수평 이동 또는 회전은 상기 자유 회전 링(324)에 연결된 모터(328)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샤프트 인코더

(shaft encoder)(332)는 이미지가 기록된 각 포인트에서의 자유 회전 링(324)의 방위를 포함한 위치를 판단 및 기록

하기 위한 모션 센서로서 이용된다.

도3의 카메라 시스템(300)은 최소 오버랩 영역을 갖는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제1 응용예에서, 상기 시스템은 원통(cylindrical) 형태로 서라운드 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카메라 시스템(300)이 원통 형태의 서라운드 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모터(328)가 상

기 카메라 시스템(300)을 원을 따라 X축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동안, 미러 틸트 액츄에이터(316)는 상기 렌즈(304) 및

미러(308)를 일정한 경사로 유지시킨다. 상기 카메라 시스템(300)에 의해 기록된 이미지는 사전 설 정된 경사(preset

tilt)에서의 원통(cylinder)의 교차 부분을 나타낸다. 원을 따르는 사전 설정된 각도(preset angular) 위치에서, 이미

지는 프로세서(미도시)가 기록된 이미지를 재결합하여 원통형의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기록된다. 상기 결합될 섹션은 

도3b에서의 파이(pie)(352)를 구성하는 섹션(350)과 유사하다. 상기 사전 설정된 각도 위치는 카메라 시스템의 시야 

및 근접한 이미지 간에 요구되는 오버랩 영역을 고려한다. 상기 모션 센서 또는 모터 인코더는 상기 카메라 시스템(30

0)이 상기 사전 설정된 위치에 도달할 때를 결정하는데 사용되고, 이미지가 기록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

다.

또한, 카메라 시스템(300)은 반구형으로 기록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반구형으로 서라운드 이미지를 기록하는 하나의

방법은, 도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기록되는 몇몇의 서라운드 이미지(360, 362, 364, 366)를 이용한다. 

임의의 경사에서 서라운드 이미지를 기록한 후, 상기 미러 틸트 액츄에이터(316)는 근접한 사전 설정된 경사 위치로 

변경되어, 상기 카메라 시스템(300)은 카메라 시스템(300)의 각 회전에 따라 다른 서라운드 이미지를 기록한다. 사전

설정된 경사 위치는, Y 방향에서의 상기 카메라 시스템(300)의 시야 및 근접한 "서라운드 이미지" 간에 요구되는 오버

랩 영역을 고려한다. 상기 모션 센서 또는 틸트 인코더(320)는 카메라 시스템(300)이 상기 사전 설정된 경사 위치에 

도달할 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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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는 대응하는 위치 및 방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이미지로부터 합성 이미지를 재구성하기 위한 상

기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싱 장치(140)에 의해 수행되는 단계를 도시한 순서도이다. 단계(404)에서, 상기 프로세서는 

카메라 위치 및 방위 정보 및 상기 카메라로부터 해당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리고 나서, 단계(408)에서, 상기 

프로세서는 제1 및 제2 이미지에서의 대응 포인트를 선택한다. 대응 포인트는 파사체에서 동일한 포인트에 대응하는 

다른 이미지 또는 시각에서의 포인트이다. 따라서, 해당 포인트는 상기 피사체 상에서 대응하는 상기 제1 이미지에서

의 포인트 또는 픽셀이고, 상기 피사체 상의 동일한 위치에 대응하는 제2 이미지에서의 제2 포인트 또는 픽셀이다. 상

기 제1 이미지에서의 상기 포인트 및 상기 제2 이미지에서의 상기 포인트는 대응하는 포인트가 되도록 정의된다. 예

를 들어, 사람의 코끝이 제1 및 제2 이미지 양쪽에서 대응하는 포인트를 가져야 하는 피사체 상의 포인트가 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대응 포인트를 결정하기 위하여 패턴 인식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 대응 포인트를 결정

하는 두 번째의 보다 간편한 방법은, 제1 이미지에서 포인트를 선택하고, 상기 포인트에서 마우스 또는 포인팅 장치(p

ointing device)를 사용하여 선택 또는 "클릭"하고, 상기 제2 이미지에서 대응하는 포인트에서 선택 또는 "클릭"하는 

최종 사용자(end user)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대응하는 세 포인트는 각 오버랩 영역에 대해 선택된다. 오

버랩 영역은 두 이미지가 결합되어질 곳에서의 중복된 데이터 영역이다. 단계(412)에서, 상기 선택된 대응 포인트 및 

그의 X,Y 좌표는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기록 안에 기록된다. X 및 Y 좌표가 각 포인트에 대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상

기 기록은 통상적으로 2차원 기록이다.

단계(416)에서, 프로세서는 상기 두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동작들을 확인하여, 상기 두 이미지의 대

응 포인트를 매치시킨다. 특히, 단계(416)은 상기 두 이미지 중 적어도 하나에서 수행되어질 회전, 이동 및 스케일링 

동작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대응 포인트를 매치시키기 위한 동작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모션 센서로부터의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상기 모션 센서가 충분히 정확하고 섬세하다면, 상기 고정된 피사체에 대한 카메라의

이동은 이미지 배열의 결정이 수학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상기 대응 포인트의 일치는 불필요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상기 컴퓨터는, 상기 두 이미지 간에 알맞게 정렬되는 오버랩 영역을 얻기 위해서 상기 두 이미지 중 적어도 하나의 

회전, 수평 이동 및 스케일링을 포함한 동작을 수행한다.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저장된 경우, 상기 두 이미지 간의 오버랩 영역은 통상적으로 상기 오버랩 영역의 이미지를 생

성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두 배를 갖는다. 데이터 중복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하나의 데이터 이미지에서 관계없는

데이터는 삭제되어진다. 데이터 결합의 대안의 방법에서, 상기 오버랩 영역에서의 두 이미지로부터의 데이터의 삽입(i

nterpolation) 또는 평균(averaging)은 상기 오버랩 영역을 나타내는 단일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두 데

이터 세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데이터를 평균 또는 삽입할지 또는 데이터를 제거할지에 대

한 판단은 프로세서의 계산 능력 및 요구된 렌디션(rendition)의 정확성에 따라 결정된다. 정확성의 증가는 오버랩 영

역에서의 데이터의 평균 또는 삽입을 고려하는 프로세싱 능력의 증가를 필요로 한다.

단계(424)에서, 결과적인 파노라믹 이미지를 정의하는 파라미터가 재연산된다. 특히, 만약 결합되어질 이미지가 3차

원 이미지라면, 재정의된 구성 블록(block) 또는 요소(element)를 포함하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3

차원 포인트 세트에서의 텍스쳐 표면(texture surfaces), 컬러 표면(color surfaces) 및 삼각형 정점(triangle certice

s)의 재연산이 수행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통상적으로 3차원 데이터베이스에서의 3요소(triangle)이다. 만약, 재결합

될 이미지가 2차원 이미지라면, 이러한 메시의 재구성은 불필요하고, 두 이미지를 결합한 합성 이미지가 생성되면 상

기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재결합될 이미지가 3차원 이미지인 경우, 새로운 텍스쳐 표면 및 새로운 컬러 표면을 포함하는 3차원 포인트 세트의 

텍스쳐 정점이 단계(328)에서 계산되어 진다. 이렇게 새로 계산된 텍스쳐 및 컬러 표면은 단계(424)에서 계산된 새로

운 텍스쳐 정점에 재적용된다.

요약하면, 도4의 순서도에 도시된 과정은 보다 광범위한 파노라믹 이미지가 두 이미지로부터 생성되도록 한다. 상기 

제1 이미지는 제1 위치에서의 제1 이미지를 획득하는 카메라에 의해 생성된다. 모션 센서는, 제2 이미지가 획득되는 

제2 위치로 상기 카메라가 이동됨에 따라, 상기 카메라의 이동 및 회전 또는 위치를 검출한다.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프로세서는 광범위한 파노라믹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상기 제1 이미지 및 상기 제2 이미지를 결합할 수 있다.

상술한 시스템은 보다 적은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을 감소시킨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단지 하나의 렌즈 시

스템만을 필요로 한다. 단일 렌즈 시스템은 종래 기술의 파노라믹 영상 시스템보다 부피가 덜 크다. 최종적으로, 상술

된 시스템은 복수의 이미지를 획득하는 비디오 카메라에 적당하다. 이러한 복수 이미지는 움직이는 파노라믹 또는 서

라운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결합되어 진다.

상기 상술된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 및 상기 카메라(104) 또는 카메라 장치(300)의 데이터 수집 용량의 향상을 위해

더 개량될 수 있다. 도5는 상기 카메라(104) 또는 카메라 시스템(300)의 데이터 수집 용량을 향상시키도록 사용자를 

돕는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단계(504)에서, 상기 카메라는 제1 위치로부터 피사체의 제1 이미지를 획득한다. 그

리고 나서, 상기 카메라는, 단계(508)에서, 다음의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한 최적의 카메라 위치를 계산하는 절차를 수

행한다. 도2의 카메라 시스템(300)에서, 최적의 위치는 통상적으로 최소의 오버랩이 요구되는 위치이다. 따라서, 상기

카메라는 이미지를 각각 기록한 후에 기 설정된 각도로 회전하게 된다. 상기 각도는 상기 렌즈(304)의 초첨 거리에 따

라 차례로 판단되는 시야에 따라 달라진다. 광각도 렌즈는 이미지 간의 X 방향에서의 보다 큰 회전 각도를 허용하여, 

하나의 서클에서 기록되어지는 이미지가 덜 필요로 하게 된다. 좁은 시야를 갖는 망원 렌즈는 이미지를 기록한 후에 

적은 각도의 회전을 허용한다.

단계(512)에서, 상기 카메라는 이미지 포착(capture) 순서를 시작한다. 방위 측정은 카메라의 방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다.

카메라의 수동(manual) 이동에 기초한 카메라 시스템에서, 상기 카메라는 단 계(516)에서 사용자가 이동하도록 유도

(prompt)한다. 일실시예에서, 상기 유도는 카메라 뷰파인더에서 디스플레이되는 화살표의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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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화살표는 사용자가 카메라를 특정 방향으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특정 방위로 카메라를 회전시키도록 유도한다. 상

기 화살표는 액정 표시 장치(LCD)를 사용해 표시될 수 있다. 프로세서로 신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토 레인징(auto-

ranging)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는 사용자가 연속하는 이미지 간의 적당한 오버랩 양을 유지하도록 유

도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표시를 제어한다. 오버랩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은 프로세서가 시야의 한 에지에서의 

피사체 상의 포인트를 선택하도록 하여 얻어질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는 카메라의 이동에 따라 시야를 가로지른 포

인트의 이동을 추적한다. 상기 카메라는, 선택된 포인트가 시야의 반대쪽 에지 영역에 도달하였을 때 상기 사용자가 

제2 이미지를 기록하도록 사용자에게 신호로 알린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MEMS 센서는, 오버랩 영역을 최적화 하고 

제2 이미지의 기록을 맞추는데 충분하게 방향 전환되어질 곳을 판단할 수 있다. 방향 전환의 양은 렌즈의 시야에 따라

달라진다. 수동으로 움직이는 카메라에서, 오버랩 영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카메라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 

시키거나 또는 카메라를 특정한 방위로 회전시키기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시각, 소리 또는 음성 신호가 사용될 수 있

다.

단계(420)에서, 카메라는 상기 카메라가 최적의 위치로부터 허용 거리 또는 방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상기

카메라가 혀용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상기 카메라는 단계(516)으로 리턴하여, 피드백 구성(arrangement)에서 사용

자가 카메라 위치를 다시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만약, 단계(520)에서 상기 카메라가 허용된 거리 내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 상기 카메라는 단계(524)에서 피사체의 제2의 이어진 이미지를 기록한다.

단계(528)에서, 카메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필요한 모든 이미지가 기록되었는지를 판단한다. 필요한 이미지의 수

는 렌즈의 시야, 요구된 오버랩의 양, 및 서라운드, 반구형 또는 파노라믹 이미지가 요구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

된다. 만약, 추가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상기 카메라는 단계(516)으로 리턴하여 사용자가 다음의 이미지를 기록하

기 위한 다음의 위치로 카메라를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단계(528)에서, 만약, 충분한 수의 이미지가 기록되었다면, 이

미지의 기록은 종료되고, 짜맞춰진 광범위한 이미지가 재구성될 것이다.

특정한 실시예가 상세하게 설명되었고 첨부된 도면에 도시되었지만, 이러한 실시예는 본 발명의 실례일 뿐 여기서 제

한되지 않으며,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다양한 다른 수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발명은 도시 

및 상술된 상기 특정한 배치 및 구성에 재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제1 방위에서의 제1 이미지 및 제2 방위에서의 제2 이미지를 캡처하도록 구성된 카메라;

상기 제1 방위로부터 상기 제2 방위로의 상기 카메라의 방향 전환(reorientation)을 검출하기 위한 센서;

상기 카메라가 상기 제2 방위에 도달하였을 때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통지 장치; 및

상기 제1 이미지, 상기 제2 이미지 및 상기 센서의 출력을 결합하여 파노라믹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세서

를 포함하되,

상기 제2 방위는 상기 제1 이미지와 상기 제2 이미지의 오버랩이 거의 최소 요구 오버랩이 되도록 정의되고,

상기 제1 이미지는 상기 제2 이미지와 오버래핑되지 않는 제1 비-오버래핑 부분(non-overlapping portion)을 갖고,

상기 제2 이미지는 상기 제1 이미지와 오버래핑되지 않는 제2 비-오버래핑 부분을 가지며,

상기 파노라믹 이미지는 상기 제1 비-오버래핑 부분 및 제2 비-오버래핑 부분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는 마이크로-머신 실리콘 센서(micro-machined silicon sensor)인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향 전환은 상기 카메라의 위치 전환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는 레이저 자이로(laser gyro)인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렌즈 시스템; 및

전자 이미지를 캡처하기 위한 전자 센서 어레이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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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자 센서는 CCD 어레이의 일부분인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센서는 상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 센서의 일부분인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비디오 카메라인

시스템.

청구항 9.
파노라믹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방위로 지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 이미지를 캡처하는 단계;

상기 카메라를 제2 방위로 방향 전환하는 단계 - 상기 방향 전환은 상기 카메라의 사용자에 의해 수행됨 -;

상기 카메라의 상기 제1 방위와 상기 제2 방위 사이에서의 방향 전환을 정의하는데 충분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제1 이미지와 제2 이미지의 오버랩이 거의 최소 요구 오버랩이 되도록 상기 카메라가 상기 제2 방위에 있음을 

통지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이미지를 캡처하는 단계; 및

상기 파노라믹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제1 이미지와 상기 제2 이미지를 결합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제1 이미지는 상기 제2 이미지와 오버래핑되지 않는 제1 비-오버래핑 부분(non-overlapping portion)을 갖고,

상기 제2 이미지는 상기 제1 이미지와 오버래핑되지 않는 제2 비-오버래핑 부분을 가지며,

상기 파노라믹 이미지는 상기 제1 비-오버래핑 부분 및 제2 비-오버래핑 부분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이미지와 상기 제2 이미지를 결합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및 제2 이미지에 대한 대응하는 포인트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이미지와 상기 제2 이미지를 결합하는데 사용되는 회전(rotation), 수평 이동(translation) 및 스케일링(scal

ing) 정보를 상기 대응하는 포인트로부터 유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의 방향 전환을 정의하는데 충분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는,

가속도를 검출하는 단계; 및

프로세서가 상기 카메라의 변위를 계산할 수 있도록, 상기 가속도 및 상기 가속도의 지속 시간을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3차원 표면을 시뮬레이트 하기 위해 삼각형 메시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13.
피사체(object)의 파노라믹 이미지를 캡처하도록 사용자를 유도(prompting)하는 방법에 있어서,

카메라에서의 렌즈의 시야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카메라가 제1 위치에 있는 동안에 제1 이미지를 캡처하는 단계;

상기 피사체의 파노라믹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제2 이미지를 캡처하는데 적합한 제2 위치로 상기 카메

라를 이동하도록 사용자를 유도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이미지를 캡처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제1 이미지는 상기 제2 이미지와 오버래핑되지 않는 제1 비-오버래핑 부분(non-overlapping portion)을 갖고,

상기 제2 이미지는 상기 제1 이미지와 오버래핑되지 않는 제2 비-오버래핑 부분을 가지며,

상기 파노라믹 이미지는 상기 제1 비-오버래핑 부분 및 제2 비-오버래핑 부분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위치와 상기 제2 위치는 동일한 위치이고, 여기서, 상기 제1 위치와 제2 위치 간에 상기 카메라의 방위각은 

상이한

방법.



등록특허  10-0385089

- 8 -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이미지 및 상기 제2 이미지를 이용하여 파노라믹 이미지를 구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이미지의 캡처 및 상기 제2 이미지의 캡처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파노라믹 이미지는 서라운드 이미지인

방법.

청구항 18.
파노라믹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렌즈 어셈블리;

상기 렌즈 어셈블리에 의해 생성된 다수의 이미지를 캡처하기 위한 광-감지 검출기;

상기 렌즈 어셈블리를 회전시키기 위한 모터;

상기 다수의 이미지의 각각이 캡처될 때에 상기 렌즈 어셈블리의 대응 방위를 판단하기 위한 디코더; 및

상기 다수의 이미지 중 적어도 2개의 이미지와 상기 이미지에 대한 상기 렌즈 어셈블리의 대응 방위를 결합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파노라믹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세서

를 포함하되,

상기 다수의 이미지 각각은 다른 어떤 이미지와도 오버래핑되지 않는 비-오버래핑 부분(non-overlapping portion)

을 가지며,

상기 파노라믹 이미지는 상기 이미지의 비-오버래핑 부분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요구된 각도로 상기 렌즈 어셈블리를 기울이기 위한 틸트 액츄에이터

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를 기록할 때 상기 렌즈 어셈블리의 경사량을 판단하기 위한 인코더

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카메라가 상기 제2 방위에 있을 때를 계산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가 상기 제2 이미지를 캡처하는데 적합한 다수의 위치 중 하나에 있을 때를 상기 사용자에게 알리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이미지를 캡처하는데 적합한 위치는, 상기 제1 이미지와 상기 제2 이미지의 오버랩이 거의 최소 요구 오버

랩이 되도록 정의되는

방법.

청구항 24.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이미지가 상기 광-감지 검출기에 의해 캡처될 수 있도록, 상기 렌즈 어셈블리를 일련의 방위로 이동시키

도록 상기 모터에 지시하기 위한 제어부

를 더 포함하는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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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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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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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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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등록특허  10-0385089

- 13 -

도면3c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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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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