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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미지 매칭 속도와 블렌딩 방법을 개선한 파노라마 영상제공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이미지 매칭 속도와 블렌딩 방법을 개선한 파노라마 영상 제공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파노라마 영

상을 제공하는 방법에서는, 이미지 스티칭 시에, 두 소스 이미지들 각각을 여러 비율로 스케일링한 복수 레벨의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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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비하고, 각 레벨에서 두 이미지들의 일정 영역에 대한 SSD를 계산하여 매칭시킨다. 이때, 픽셀수가 적은 레벨의 이미

지 탐색 범위는 크게 하고 픽셀수가 많은 레벨의 이미지 탐색 범위는 작게 하여 점점 정밀도를 높인다. 또한, 색 블렌딩 시

에,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에서 10% 정도만의 블렌딩 영역에 리니어하게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때,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을 복수개로 나누어 각 나누어진 부분마다 상기 블렌딩 영역에 리니어하게 가중치를 적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의 블렌딩 영역에 대하여, 그 안쪽 10% 영역과 사이드

영역들에 서로 다른 정밀한 가중치 함수를 적용할 수도 있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파노라마 영상 제공 장치의 제어 방법에 있어서,

두 소스 이미지들 각각을 여러 비율로 스케일링한 복수 레벨의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 레벨들 각각에서 두 이미지들의 일정 영역에 대한 SSD를 계산하여 매칭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레벨들 중 픽셀수가 적은 레벨에 대하여 상기 SSD 계산을 위한 이미지 탐색 범위는 크게 하고,

픽셀수가 많은 레벨에 대하여 상기 SSD 계산을 위한 이미지 탐색 범위는 작게 하여 점점 정밀도를 높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칭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 각각을 여러 비율로 스케일링한 복수 레벨의 이미지들 중 픽셀수가 적은 레벨에서 두 이미지들의

일정 영역에 대한 SSD를 계산하여 그 값이 가장 작은 위치를 찾아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을 제1 매칭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제1 매칭된 두 이미지들에 대하여, 상기 여러 비율로 스케일링한 복수 레벨의 이미지들 중 상기 제1 매칭에서 사용된

레벨보다 픽셀수가 많은 레벨에서 두 이미지들의 일정 영역에 대한 SSD를 계산하여 그 값이 가장 작은 위치를 찾아 다시

매칭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

두 소스 이미지들에 대하여,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안쪽에서 일정 퍼센트의 블렌딩 영역을 찾는

단계; 및

상기 블렌딩 영역에 있는 두 이미지에 리니어하게 가중치를 적용하여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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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을 복수개로 나누어 각 나누어진 부분마다 해당 블렌딩 영역에 있는 두 이미지에 리니

어하게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는 25~75%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일정 퍼센트는 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8.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내의 안쪽 일정 퍼센트 영역에서 두 이미지에 리니어하게 적용되는 제1 가중

치 함수에 따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내에 있고 상기 일정 퍼센트 영역 밖의 한 영역에서 상기 두 이미지 중 어

느 하나에 적용되는 제2 가중치 함수에 따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내에 있고 상기 일정 퍼센트 영역 밖의 다른 영역에서 상기 두 이미지 중

다른 하나에 적용되는 제3 가중치 함수에 따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가중치 함수는,

두 이미지에 리니어하게 적용되는 1차 함수들,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

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는 함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가중치 함수 또는 상기 제3 가중치 함수는,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 중 어느 하나의 표준편차와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 전체의 표준편차, 및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 중

가중치가 적용되는 해당 영역 이미지에 대하여 예측된 일차 함수적 표준편차를 이용하는 함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

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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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항, 제4항, 또는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매칭 또는 상기 블렌딩 처리 전에 틸팅 또는 와핑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더 처리하거나, 상기 이미지 매칭 또는

상기 블렌딩 처리 후 쉬어 교정을 더 처리한 후 렌더링에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항 내지 제 11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서 판

독 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13.

두 소스 이미지들 각각을 여러 비율로 스케일링한 복수 레벨의 이미지들 중 픽셀수가 적은 레벨에서 두 이미지들의 일정

영역에 대한 SSD를 계산하여 그 값이 가장 작은 위치를 찾아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을 매칭시키는 제1 스티칭부; 및

상기 제1 스티칭부에서 매칭된 두 이미지들에 대하여, 상기 여러 비율로 스케일링한 복수 레벨의 이미지들 중 상기 제1 스

티칭부에서 사용된 레벨보다 픽셀수가 많은 레벨에서 두 이미지들의 일정 영역에 대한 SSD를 계산하여 그 값이 가장 작은

위치를 찾아 다시 매칭시키는 제2 스티칭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을 위한 스티칭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티칭부에서 상기 SSD 계산을 위한 이미지 탐색 범위는 상기 제2 스티칭부에서 상기 SSD 계

산을 위한 이미지 탐색 범위 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을 위한 스티칭 장치.

청구항 15.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입력 범위에 따라서 상기 입력 범위의 안쪽에서 상기 겹친 영역의 일정 퍼센트를 블렌딩

영역으로 찾는 블렌딩 영역 탐색부; 및

상기 블렌딩 영역에 있는 두 이미지에 리니어하게 가중치를 적용하여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가중치 적용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을 위한 블렌딩 장치.

청구항 16.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내의 안쪽 일정 퍼센트 영역에서 두 이미지에 리니어하게 적용되는 제1 가중

치 함수에 따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제1 블렌딩부;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내에 있고 상기 일정 퍼센트 영역 밖의 한 영역에서 상기 두 이미지 중 어

느 하나에 적용되는 제2 가중치 함수에 따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제2 블렌딩부; 및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내에 있고 상기 일정 퍼센트 영역 밖의 다른 영역에서 상기 두 이미지 중

다른 하나에 적용되는 제3 가중치 함수에 따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제3 블렌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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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을 위한 블렌딩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이미지 스티칭(stitching)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색

블렌딩(blending)에서 이미지가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하여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및 이를 실현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제안된 방법 및 장치는 파노라마 영상뿐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영상이 연결된(스티칭된) 영상을 제공하는 다

른 모든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오늘날 보편화된 네비게이션(navigation) 시스템, 이동 통신 단말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을 통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제공 지역에 대한 실사(real scene)를 기반으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영상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과 같이, 차량이 교차로에서 A->B->C 방향으로 진행함에 따라, 길안내를 위한 영상 정보가 X 위치의 삼각

대(tropoid)(110)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전하면서 찍은 주위의 이미지들(111)로부터 Y 위치의 삼각대(120)에서 찍은

주위의 이미지들(121)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위치에서 카메라로 실사된 이미지들이 차량 등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의 소정 시스템으로 제

공되기 위하여, 도 2의 210과 같이 각 위치의 이미지들이 서로 같은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서로 스티칭되도록 하여,

도 2의 220과 같이 하나의 파노라마 영상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이미지 스티칭 기술에서는, 여러 장소 또는 여러 위치로부터의 실사 이미지들이 가상의 실

린더 상으로 모아 붙여져 정합(registration)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도 2의 210과 같이, 두 이미지 씩 그 폭의 1/

4~3/4(25~75%) 사이에서 겹쳐보고, 그 높이의 0~1/8(0~12.5%) 사이에서 겹쳐보아, 그 데이터들의 SSD(Sum of

Square Difference) 값으로부터 그 값이 최소되는 위치를 찾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두 이미지 데이터

사이의 차이가 최소되는 위치에서, 도 2의 220과 같이 겹쳐 놓으면, 파노라마 이미지가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미지 스티칭 기술에서는 SSD 계산량이 많은 오버헤드를 가진다. 즉, 위와 같이 두 소스 이

미지에 대하여 수평 방향으로 1/4~3/4 및 수직 방향으로 0~1/8 영역의 데이터 값이 서로 비교되어야 하므로 이를 처리하

는 장치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이미지 스티칭 시에 두 이미지에서 서로 겹쳐지는(overlapped) 같은 이미지 부분이라 하더라도, 사진을

획득한 환경의 차이로 컬러 정보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 이때 겹친 부분의 색 블렌딩을 통하여 두 이미지가 원활히 이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도 3에서, A에서 C까지 폭을 가지는 제1 이미지(310)와 B에서 D까지 폭을 가지는 제2 이미

지(320)를 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두 이미지의 겹치는 부분 B~C 에 대하여, 양 쪽 이미지(데이터)에 리니어한(linear)

가중치 W1(x) 및 W2(x)를 주어 처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미지 블렌딩 기술에서도, 리니어 가중치에 따른 각 이미지의 수정된 데이터를 계산하는 양이 크며, 두

이미지가 서로 부드럽게 연결되지 못하여 자연스러운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

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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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기법

중 이미지 스티칭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색 블렌딩에서 처리 속도 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파노라마 영상 제공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여기서 제안된 두 방법은 파노라마 영상뿐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영상이 연결

된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이미지 스티칭 및 색 블렌딩과 관련된 방법을 실현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은, 두 소스 이미지들

각각을 여러 비율로 스케일링한 복수 레벨의 이미지들을 준비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 레벨들 각각에서 두 이미지들의 일

정 영역에 대한 SSD(Sum of Square Difference)를 계산하여 매칭된 이미지를 만드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 복수 레벨들 중 픽셀수가 적은 레벨에 대하여 상기 SSD 계산을 위한 이미지 탐색 범위는 크게 하고, 픽셀수가 많은

레벨에 대하여 상기 SSD 계산을 위한 이미지 탐색 범위는 작게 하여 점점 정밀도를 높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일면에 따른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은, 두 소스 이미

지들에 대하여,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안쪽에서 일정 퍼센트의 블렌딩 영역을 찾는 단계; 및 상

기 블렌딩 영역에 있는 두 이미지에 리니어하게 가중치를 적용하여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을 복수개로 나누어 각 나누어진 부분마다 해당 블렌딩 영역에 있는 두 이미지에 리니

어하게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른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은,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내의 안쪽 일정 퍼센트 영역에서 두 이미지에 리니어하게 적용되는 제1 가중치 함수에

따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내에 있고 상기 일

정 퍼센트 영역 밖의 한 영역에서 상기 두 이미지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제2 가중치 함수에 따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내에 있고 상기 일정 퍼센트 영역 밖의 다른

영역에서 상기 두 이미지 중 다른 하나에 적용되는 제3 가중치 함수에 따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른 파노라마 영상을 위한 스티칭 장치는,

두 소스 이미지들 각각을 여러 비율로 스케일링한 복수 레벨의 이미지들 중 픽셀수가 적은 레벨에서 두 이미지들의 일정

영역에 대한 SSD를 계산하여 그 값이 가장 작은 위치를 찾아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을 매칭시키는 제1 스티칭부; 및 상기

제1 스티칭부에서 매칭된 두 이미지들에 대하여, 상기 여러 비율로 스케일링한 복수 레벨의 이미지들 중 상기 제1 스티칭

부에서 사용된 레벨보다 픽셀수가 많은 레벨에서 두 이미지들의 일정 영역에 대한 SSD를 계산하여 그 값이 가장 작은 위

치를 찾아 다시 매칭시키는 제2 스티칭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1 스티칭부에서 상기 SSD 계산을 위한

이미지 탐색 범위는 상기 제2 스티칭부에서 상기 SSD 계산을 위한 이미지 탐색 범위 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른 파노라마 영상을 위한 블렌딩 장치는,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입력 범위에 따라서 상기 입력 범위의 안쪽에서 상기 겹친 영역의 일정 퍼센트를 블렌딩

영역으로 찾는 블렌딩 영역 탐색부; 및 상기 블렌딩 영역에 있는 두 이미지에 리니어하게 가중치를 적용하여 블렌딩된 이

미지를 생성하는 가중치 적용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일면에 따른 파노라마 영상을 위한 블렌딩 장치는,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내의 안쪽 일정 퍼센트 영역에서 두 이미지에 리니어하게 적용되는 제1 가중

치 함수에 따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제1 블렌딩부;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내에 있고 상기 일정 퍼센트 영역 밖의 한 영역에서 상기 두 이미지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제2 가중치 함수에 따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제2 블렌딩부; 및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내에 있고 상기 일

정 퍼센트 영역 밖의 다른 영역에서 상기 두 이미지 중 다른 하나에 적용되는 제3 가중치 함수에 따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

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제3 블렌딩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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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 도면들 및 첨부 도면들에 기재된 내용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 발

명이 실시예들에 의해 제한되거나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파노라마 영상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네비게이션 시스템, 이동 통신 단말기, PDA 등을 통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지

리적 영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서비스 제공 지역에 대한 실사(real scene)를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

어, 도 1과 같이 교차로의 주위에 설치되는 복수의 카메라에서 삼각대(tropoid)를 이용하여 주위 경관이 촬영될 수 있다

(S410).

본 발명에서는, 먼저,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이미지의 왜곡(distortion)을 교정한다(S420). 여기서,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이

미지는 디지털 카메라 등에서 실사된 VGA 등 일정 규격의 해상도를 가지는 이미지를 말한다. 또한, 아날로그 카메라로부

터 얻은 사진이 준비된 경우에 소정 장치에 의하여 디지털 사진으로 변환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여기서 이미지의 처리는 흑백 디지털 데이터의 처리일 수도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R, G, B 삼색의 디지털 이미지 데

이터를 처리한다고 가정된다.

도 5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찍은 이미지(520)는 실제 눈으로 볼 때의 이미지(510)와 차이가 있다. 즉, 도 6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직으로 표시되어야 할 빌딩 모습이 렌즈의 굴절 방향으로 휘어져 보일 수 있다. 이는 카메라에서 실제 3D 물

체의 상을 찍을 때, 광학계와 관련하여 굴곡된 효과가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휘어져 보이는 이미지(520)

는 반대로 530과 같이 렌즈 굴절 왜곡 교정(radial correction)시킴으로써 실제 눈으로 볼 때의 이미지(510)와 같이 정상

적으로 교정될 수 있다.

이미지 왜곡의 교정 처리를 위하여, 렌즈 굴절 왜곡 교정을 위한 기하학적 변환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

은 방법에 대해서는 제안된 다른 특허 출원에서 자세히 기술되었으며, 여기서는 그 특징만을 간략히 기술한다. 즉, 예를 들

어, 소스 이미지가 평면 방향으로 기울어진 각도와 깊이 방향으로 휜 각도 등을 일정 값들로 가정하여 렌즈 굴절 왜곡 교정

을 위한 기하학적 변환 매트릭스를 예측하고, 상기 렌즈 굴절 왜곡 교정을 위한 기하학적 변환 매트릭스에 의하여 소스 이

미지의 각 픽셀의 위치가 렌즈 굴절 왜곡 교정된 위치로 옮겨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스 이미지의 각 픽셀 데이터를 상기

렌즈 굴절 왜곡 교정에 의한 벡터로 위치시켜서 기하학적으로 렌즈 굴절 왜곡 교정시키는 방법에 따라, 도 6의 620에서 볼

수 있듯이, 사진 속의 빌딩 들이 기울어지거나 휨 없이 바르게 보이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삼각대에서 회전하는 카메라로부터 찍은 이미지들을 모아 붙여, 도 7과 같이 하나

의 광학 중심 O에서 예상되는 가상의 3D 실린더 형태의 영상으로 투영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S430). 이때 실린더 형태

로 완성된 파노라마 영상이 사용자의 위치 변동에 따라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실린더로 투영을 위한 일반적인 와핑(warping) 기술에서는, 정확하게 실린더 위로 투영되지 못하고, 도 8과 같이

이미지 평면 위의 점들 A~F가 a~f로 투영되는 것과 같이, 개념적으로 가장 자리 부분이 실린더 안쪽으로 축소 변환됨에

따라, 도 10의 1010과 같이, 사진의 물체가 작고 뚱뚱하게 나타나도록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의 중심 사항은 아니

지만, 제안된 다른 특허 출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었으며, 여기서는 그 특징만을 간략히 기술한

다.

즉, 도 9에서, 지평면(Ground Plane: GP)의 원점(O)에서 본 것으로 가정된 소스 이미지의3차원 평면의 점들을 망막상 평

면(retinal plane) 위의3D 벡터 M(X,Y,W)로 옮겨지도록 계산하고, 소스 이미지 사이즈(폭/높이)와 FOV(Field of View)

로부터 와핑된 이미지 폭(Waped Image Width: WIW)을 예측한다. 이에 따라, 상기 망막상 평면(retinal image plane) 위

로 옮겨진 3D 벡터와 상기 와핑된 이미지 폭을 기반으로 정의된 θ 값과 PQ 거리 값에 따라, 소스 이미지의 위치 벡터가 상

기 원점(O)으로부터 거리가 1(OC=1)인 실린더 상의 와핑된 위치 P로 옮겨지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서는, 상기 예측

된 와핑된 이미지 폭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일정 θ 값에 맵핑(mapping)되는 망막 이미지의 폭을 계산하여 소스 이미지를

축소 시킴으로써, 도 10의 1020에서 볼 수 있듯이, 사진 속의 인물이나 빌딩 등이 뚱뚱하게 보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이

게 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미지 스티칭(stiching)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 도 11에 도시되어 있다. 파노라마 이미

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실사된 이미지들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상의 실린더 상으로

모아 붙여져 정합(registration)된다(도 4의 S440). 이때, 도 2의 210과 같이, 두 이미지 씩 그 폭의 1/4~3/4(25~7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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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겹쳐보고, 그 높이의 0~1/8(0~12.5%) 사이에서 겹쳐보아, [수학식 1]과 같이 그 데이터들의 SSD(Sum of

Square Difference) 값으로부터 그 값이 최소되는 위치를 찾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두 이미지 데이터 사이의 차이

가 최소되는 위치에서, 도 2의 220과 같이 겹쳐 놓으면, 파노라마 이미지가 완성될 수 있다. [수학식 1]에서, Ia(x,y) 및 Ib

(x,y)는 두 소스 이미지들 각각의 픽셀 좌표 (x,y)에서의 데이터이다.

[수학식 1]

특히, 본 발명에서는, SSD 계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스티칭할 두 소스 이미지들 각각을 도 11과 같이 여러 비율로 스케일

링한 복수 레벨의 이미지들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폭으로 2048 픽셀을 가지는 레벨 0의 소스 이미지를 1024(레벨 1)->

512(레벨 2)-> 256(레벨 3)-> 128(레벨 4)-> 64(레벨 5)로 스케일링하여 픽셀 데이터의 수를 줄인다. 이때, 스케일링에

따라 폭 방향의 픽셀 수를 1/2로 줄일 때, 이웃 데이터들 4개 중에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수 레벨의 이미지들이 준비되면, 상기 복수 레벨들 각각에서 두 이미지들의 일정 영역에 대한 SSD를 계산하

여 그 값이 최소되는 위치를 찾는 방식으로 매칭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레벨의 두 이미지들에 대하여 그 폭의 1/4~3/4(25~75%) 사이 및 그 높이의 0~1/8(0~12.5%) 사이의 영역

에서 SSD를 계산하여 그 값이 최소되는 위치를 찾고, 그 찾은 위치에서 두 이미지를 스티칭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복수 레벨들 중 픽셀수가 적은 레벨에 대하여 먼저 상기 SSD 계산을 위한 이미지 탐색 범위를 크게 하여 계산

하고, 다음에 순차로 픽셀수가 많은 레벨에 대하여 상기 SSD 계산을 위한 이미지 탐색 범위를 작게 하여 계산함으로써, 점

점 정밀도를 높여가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 방향의 픽셀 수가 512이하, 1024 이하, 및 1024 초과인 각 경

우에 대하여, 탐색 범위를 6, 2, 1픽셀로 한다. 즉, 폭 방향의 픽셀 수가 512이하인 경우에 6 픽셀 단위로 이동하면서 러프

(rough)하게 SSD 최소값을 찾아 매칭시키고, 다음에 폭 방향의 픽셀 수가 512 초과 1024 이하인 경우에 2 픽셀 단위로

이동하면서 SSD 최소값을 찾아 매칭시키며, 다시 폭 방향의 픽셀 수가 1024 초과인 경우에 1 픽셀 단위로 이동하면서 좀

더 정밀하게 SSD 최소값을 찾아 매칭시킨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미지 스티칭을 실현하는 장치(1200)의 일례가 도 12에 도시되어 있다. 도 12를 참

조하면, 상기 이미지 스티칭 장치(1200)는 제1 스티칭부(1210), 제2 스티칭부(1220), 및 제3 스티칭부(1230)를 포함한

다.

도 11과 같이 여러 비율로 스케일링한 복수 레벨의 두 소스 이미지들 Ia(x,y), Ib(x,y)에 대하여, 먼저, 상기 제1 스티칭부

(1210)는 픽셀수가 적은 레벨, 예를 들어, 폭 방향의 512 픽셀 이하인 레벨에서 두 이미지들의 일정 영역에 대하여 6 픽셀

단위로 이동하면서 SSD를 계산하여 그 값이 가장 작은 위치를 찾아 두 이미지들을 매칭시킨다.

상기 제2 스티칭부(1220)는 상기 제1 스티칭부(1210)에서 매칭된 두 이미지들에 대하여, 상기 제1 스티칭부(1210)에서

사용된 레벨보다 픽셀수가 많은 레벨, 예를 들어, 폭 방향의 512 초과 1024 픽셀 이하인 레벨에서, 두 이미지들의 일정 영

역에 대하여 2픽셀 단위로 이동하면서 SSD를 계산하여 그 값이 가장 작은 위치를 찾아 두 이미지들을 매칭시킨다. 여기서

는, 좀 더 정밀한 위치를 찾기 위하여 상기 제1 스티칭부(1210)에서 찾은 위치 부근에서 SSD 계산을 시작할 수 있다.

상기 제3 스티칭부(1230)는 상기 제2 스티칭부(1220)에서 매칭된 두 이미지들에 대하여, 상기 제2 스티칭부(1220)에서

사용된 레벨보다 픽셀수가 많은 레벨, 예를 들어, 폭 방향의 1024 픽셀 초과 레벨에서, 두 이미지들의 일정 영역에 대하여

1픽셀 단위로 이동하면서 SSD를 계산하여 그 값이 가장 작은 위치를 찾아 두 이미지들을 매칭시킨다. 여기서도, 상기 제2

스티칭부(1220)에서 보다 좀 더 정밀한 위치를 찾기 위하여 상기 제2 스티칭부(1220)에서 찾은 위치 부근에서 SSD 계산

을 시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칭된 이미지 데이터는 후속 프로세서에서 색 블렌딩 처리될 수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색

블렌딩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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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미지 스티칭 시에 두 이미지에서 서로 겹쳐지는(overlapped) 같은 이미지 부분은 사진을 획득한 환경의 차이

로 컬러 정보가 급격하게 다를 수 있다. 이때 겹친 부분의 색 블렌딩을 통하여 두 이미지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도 4의 S450). 도 3과 같이, 두 이미지의 겹치는 부분 B~C 에 대하여, 양 쪽 이미지(데이터)에 리니어한(linear) 가중치를

주어 처리하는 종래의 방법에서는, 계산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두 이미지를 충분히 부드럽게 연결하지 못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도 13과 같이,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1330)의 10 퍼센트(%)의 블렌딩 영역(1331)을 일정 범위

(Q~R) 안쪽에서 찾고, 상기 블렌딩 영역(1331)에 있는 두 이미지에 리니어하게 가중치를 적용하여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

성한다. 여기서, Q~R는 상기 겹친 부분(1330)의 일정 범위를 선택하기 위한 파라메터로서 25~75% 등일 수 있고 예시적

일 뿐 다른 범위가 선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15에서, A에서 B까지 폭을 가지는 제1 이미지(1310)와 C에서 D까지 폭을 가지는 제2 이미지(1320)가 서로

겹치는 부분의25~75% 중 10%의 블렌딩 영역 E~F 에 대하여만, 양 쪽 이미지(데이터)에 리니어한(linear) 가중치 w1(x)

및 w2(x)를 주어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블렌딩 방법은 도 16과 같이, 두 소스 이미지들(1610, 1620)의 겹친 부분(1630)을 복수개(1631~1635)로 나

누어 각 나누어진 부분마다, 위와 같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25~75% 중 10%의 블렌딩 영역에 있는 두 이미지에 리니어하

게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나누어진 각 영역별 통계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영상을 영

역별로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준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색 블렌딩을 실현하는 장치(1400)의 일례가 도 14에 도시되어 있다. 도 14를 참조하

면, 상기 색 블렌딩 장치(1400)는 블렌딩 영역 탐색부(1410) 및 가중치 적용부(1420)를 포함한다.

상기 블렌딩 영역 탐색부(1410)는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입력 범위(Q~R)에 따라 상기 입력 범위(Q~R)의 안쪽

에서 상기 겹친 영역의 10%를 블렌딩 영역으로 찾는다. 이에 따라, 상기 가중치 적용부(1420)는 도 15와 같이, 상기 블렌

딩 영역(E~F)에 있는 두 이미지에 리니어하게 가중치를 적용하여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상기 가중치 적용부(1420)는 도 16과 같이, 복수개로 나누어진 겹친 부분들(1631~1635)마다, 위와 같이 서로 겹치는 부

분의25~75% 중 10%의 블렌딩 영역에 있는 두 이미지에 리니어하게 가중치를 적용할 수도 있다.

도 1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색 블렌딩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두 이미지를 충분히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

하여, 좀더 정밀한 색블렌딩 방법을 설명한다.

도 17과 같이, 두 소스 이미지들(1710, 1720)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25~75%)(C~B) 내의 안쪽 10% 영역(E~F)에 대

해서는, 두 이미지에 리니어하게 적용되는 [수학식 2]와 같은 제1 가중치 함수 IEF(x,y)에 따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

미지를 생성한다. [수학식 2]에서, Ia(x,y) 및 Ib(x,y)는 두 소스 이미지들(1710, 1720) 각각의 픽셀 좌표 (x,y)에서의 데

이터이다.

[수학식 2]

IEF(x,y) = w1(x)(KaEIa(x,y) + DaE) + w2(x)(KbFIb(x,y) + DbF)

KaE = KaF = Dmean/Da

KbF = KbE = Dmean/Db

DaE = Mmean + MaDmean/Da

DbF = Mmean + MbDmean/Db

Mmean = (Ma+M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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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ean = (Da+Db)/2

[수학식 2]에서, 상기 제1 가중치 함수 IEF(x,y)는 두 이미지 데이터 Ia(x,y), Ib(x,y)에 리니어하게 적용되는 1차 함수들

w1(x), w2(x),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 Ia(x,y), Ib(x,y)각각의 평균 Ma, Mb 과 표준편차 Da, Db, 및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의

전체 평균 Mmean 과 표준편차 평균 Dmean 을 이용하는 함수이다. 여기서, 평균은 컬러 이미지인 경우에R(Red), G(Green),

B(Blue) 각 이미지 데이터의 평균일 수 있고, 표준 편차도 위와 같은 삼색 각 이미지 데이터의 표준 편차일 수 있다.

또한, 도 17과 같이, 두 소스 이미지들(1710, 1720)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25~75%)(C~B) 내에 있고 안쪽 10% 영역

(E~F) 영역 밖의 왼쪽 영역(C~E)에서 제1 이미지(1710)에 적용되는 [수학식 3]과 같은 제2 가중치 함수 ICE(x,y)에 따

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수학식 3]에서 C, E는 CE사이의 각 위치의 x 좌표값이다. 또한, Kax 는

KaC와 KaE 사이에서 리니어한 값일 수 있고, Dax는 DaC와 DaE 사이에서 리니어한 값일 수 있다.

[수학식 3]

ICE(x,y) = (1 + a(Kax - 1))Ia(x,y) + aDax

a = (x - C)/(E - C)

KaC = 1

KaE = KaF = Dmean/Da

DaC = 0

DaE = Mmean + MaDmean/Da

[수학식 3]에서, 상기 제2 가중치 함수 ICE(x,y)는 두 이미지 데이터 Ia(x,y), Ib(x,y) 중 제1 이미지 데이터 Ia(x,y)의 표준

편차 Da와 상기 두 소스 이미지 데이터 전체의 표준편차 Dmean, 및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 중 가중치가 적용되는 해당 영역

이미지(제1 이미지)에 대하여 예측된 일차 함수적 표준편차 Dax를 이용하는 함수이다.

마찬가지로, 도 17과 같이, 두 소스 이미지들(1710, 1720)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25~75%)(C~B) 내에 있고 안쪽

10% 영역(E~F) 영역 밖의 오른쪽 영역(F~B)에서 제2 이미지(1720)에 적용되는 [수학식 4]와 같은 제3 가중치 함수 IFB

(x,y)에 따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수학식 4]에서 B, F는 각 위치의 x 좌표값이다. 또한, Kbx 는

KbB와 KbF 사이에서 리니어한 값일 수 있고, Dbx는 DbB와 DbF 사이에서 리니어한 값일 수 있다.

[수학식 4]

IFB(x,y) = (1 + a(Kbx - 1))Ib(x,y) + aDbx

a = (B - x)/(B - F)

KbB = 1

KbF = KbE = Dmean/Db

DbB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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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F = Mmean + MbDmean/Db

[수학식 4]에서, 상기 제3 가중치 함수 IFB(x,y)는 두 이미지 데이터 Ia(x,y), Ib(x,y) 중 제2 이미지 데이터 Ib(x,y)의 표준

편차 Db와 상기 두 소스 이미지 데이터 전체의 표준편차 Dmean, 및 상기 두 소스 이미지들 중 가중치가 적용되는 해당 영역

이미지(제2 이미지)에 대하여 예측된 일차 함수적 표준편차 Dbx를 이용하는 함수이다.

이외에도, (B,y) 및 (C,y) 각각의 블렌딩된 이미지 데이터는, [수학식 5]와 같이, 각 위치의 제1 이미지 데이터 Ia(x,y) 및

제2 이미지 데이터 Ib(x,y)가 선택된다.

[수학식 5]

I(C,y) = Ia(C,y)

I(B,y) = Ib(B,y)

이와 같이 도 17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색 블렌딩을 실현하는 장치(1800)의 일례가 도

18에 도시되어 있다. 도 18을 참조하면, 상기 색 블렌딩 장치(1800)는 제1 블렌딩부(1810), 제2 블렌딩부(1820) 및 제3

블렌딩부(1830)를 포함한다.

상기 제1 블렌딩부(1810)는 두 소스 이미지 데이터 Ia(x,y) 및 Ib(x,y)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내의 안쪽 10% 영역

(E~F)에서 두 이미지에 리니어하게 적용되는 [수학식 2]의 제1 가중치 함수 IEF(x,y)에 따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미

지를 생성한다.

상기 제2 블렌딩부(1820)는 상기 두 소스 이미지 데이터 Ia(x,y) 및 Ib(x,y)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내의 안쪽 10% 영역

밖의 왼쪽 영역(C~E)에서 상기 두 이미지 중 왼쪽 이미지에 적용되는 [수학식 3]의 제2 가중치 함수 ICE(x,y)에 따라 해

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상기 제3 블렌딩부(1830)는 상기 두 소스 이미지 데이터 Ia(x,y) 및 Ib(x,y)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 내의 안쪽 10% 영역

밖의 오른쪽 영역(F~B)에서 상기 두 이미지 중 오른쪽 이미지에 적용되는 [수학식 4]의 제3 가중치 함수 IFB(x,y)에 따라

해당 영역의 블렌딩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상기 이미지 매칭 또는 상기 블렌딩 처리 전에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틸팅 또는 와핑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더 처리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이미지 매칭 또는 상기 블렌딩 처리 후 쉬어 교정을 더 처리한 후 그 데이터를 렌더링에 이용할 수 있다.

도 1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쉬어 교정(shear correction)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위와 같이 실린더 상으로 옮겨지도록 소스 이미지들이 스티칭 또는 색 블렌딩 된 후에, 해당 파노라마 이미지는, 도 19의

1910과 같이, 기울어져 있을 수 있고, 위아래에 지저분한 노이즈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실린더 형태로 말았을 때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만나도록 1920과 같이 기울기를 맞추어 연결시키고, 1930과 같이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중복 이미

지를 잘라 내고 위아래의 노이즈 이미지를 버린다(도 4의 S460).

이와 같이 파노라마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입력 소스 이미지에 대한 틸팅 교정, 와핑, 이미지 스티칭, 색 블렌딩, 및 쉬어

교정 등이 처리되면, 처리된 이미지 데이터는 네비게이션 시스템, 이동 통신 단말기, PDA 등의 소정 메모리에 데이터베이

스화 될 수 있고,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시 소정 렌더링을 통하여 LCD(Liquid Crystal Display) 등에 깨끗한 파노라마 이

미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도 4의 470). 이와 같이 제안된 소스 이미지들이 스티칭 또는 색 블렌딩 방법은 파노라마 영상

뿐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영상이 연결된 영상의 제공을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파노라마 영상 또는 두 개 이상의 스티칭된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에

서는, 이미지 스티칭 시에, 두 소스 이미지들 각각을 여러 비율로 스케일링한 복수 레벨의 이미지들을 준비하고, 각 레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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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 이미지들의 일정 영역에 대한 SSD를 계산하여 매칭시킨다. 이때, 픽셀수가 적은 레벨의 이미지 탐색 범위는 크게 하

고 픽셀수가 많은 레벨의 이미지 탐색 범위는 작게 하여 점점 정밀도를 높인다. 또한, 색 블렌딩 시에,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에서 10%만의 블렌딩 영역에 리니어하게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때, 두 소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을 복수개로 나누어 각 나누어진 부분마다 상기 블렌딩 영역에 리니어하게 가중치를 적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두 소

스 이미지들의 겹친 부분 중 일정 범위의 블렌딩 영역에 대하여, 그 안쪽 10% 영역과 사이드 영역들에 서로 다른 정밀한

가중치 함수를 적용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개시된 방법 및 장치에서 사용되는 기능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

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

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

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

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며,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서는, 교차로 등에서 회전하는 카메라로부터의

실사 기반 영상 데이터에 대하여 특히 이미지 스티칭 및 색 블렌딩 처리 시의 속도를 개선하고 좀더 부드러운 연결이 되도

록 정밀하게 교정함으로써, 좀 더 자연스럽고 현실에 가까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제안된 이미지 스티칭 및 색 블

렌딩 처리 방법은 파노라마 영상뿐 아니라 두 장 이상의 영상이 연결된 영상에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네

비게이션 시스템, 이동 통신 단말기, PDA 등의 영상 데이터 처리에 적용하여 좀 더 정확하고 실감나는 영상과 함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교차로에서 실사를 얻는 과정을 설명하기 도면이다.

도 2는 일반적인 이미지 스티칭 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일반적인 색 블렌딩 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파노라마 영상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5은 렌즈 왜곡 교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은 렌즈 왜곡 교정 전후의 사진이다.

도 7은 파노라마 영상의 광학 중심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은 3차원 영상을 실린더로 투영시키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9는 와핑 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0은 와핑 전후의 사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미지 스티칭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미지 스티칭을 실현하는 장치의 일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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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색 블렌딩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색 블렌딩을 실현하는 장치의 일례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색 블렌딩 시의 가중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색 블렌딩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색 블렌딩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8도 17의 색 블렌딩을 실현하는 장치의 일례이다.

도 1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쉬어 교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10: 제1 스티칭부

1220: 제2 스티칭부

1230: 제3 스티칭부

1410: 블렌딩 영역 탐색부

1420: 가중치 적용부

1810: 제1 블렌딩부

1820: 제2 블렌딩부

1830: 제3 블렌딩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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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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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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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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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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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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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등록특허 10-0724134

- 19 -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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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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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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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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