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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gmentation 

algorithm which combines the ideas from local 

watershed transforms and the region merging 

algorithm based hierarchical queue. Only the process 

of watershed  and region merging algorithm can be 

restricted area. A fast region merging approach is 

proposed to extract the video object from the 

regions of watershed segmentation. Results show 

the effectiveness and convenience of the approach.

I. 서론 

동 상내에 객체분할 기법은 객체기반 멀티미디어 

응용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객체분할 방법에는 사

용자가 기 상에 개입하여 원하는 객체를 정의하고 

연속된 상열에서 자동으로 추  분할하는 반자동 객

체분할과, 상내에 움직임이 발생되는 역들을 추출

하는 자동 객체분할로 구분할 수 있다. 객체분할 기법

에는 상신호의 불연속성을 이용하는 에지검출 알고

리즘이나 상신호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역확장 등

*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지방과학기술 신사업(RTI04

-03-03)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의 알고리즘을 용하여 객체를 추출한다. 그러나 

상에서 배경과 객체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은 효과 으로 객체를 분할할 수 있지만, 

배경이 복잡하거나 객체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으면 정

한 객체 분할 을 보장 하지 못한다. 따라서 최근 계

층  큐를 기반으로 immersion simulation에 의한 워

터쉐드 알고리즘을 용한 객체분할 방법이 많이 이용

되고 있다[1][2]. 

일반 인 워터쉐드 알고리즘은 입력 상 체에 

한 역을 분할하고 각 역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병합

함으로써 최종 인 객체를 획득한다. 그러나 체 상

에 한 워터쉐드를 분할할 경우 반복 인 입력 화소들

의 탐색으로 높은 분할 시간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마커

들로 인하여 역 들을 과분할하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를 분할하기 해 실제 객체 윤곽

선이 존재할 역만을 심으로 워터쉐드를 수행하고, 

분할된 역에 한 화소들의 평균값을 기반으로 계층  

큐를 구성하여 과분할 역을 병합함으로써 효과 으로 

객체를 분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II. 객체분할

2.1 불명확한 역획득  처리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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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상에 한 기 객체마스크를 획득하고, 구조요소가 

9x9인 모폴로지 팽창과 침식연산을 각각 기 마스크에 

용하여 두 상의 차이를 불명확한 역으로 설정함으

로써 실제 객체윤곽선이 존재할 역을 획득한다. 그리

고 획득된 불명확한 역을 기반으로 워터쉐드 알고리즘

을 용하기 한 마커를 획득한다. 본 논문에서는 밝기 

값과 색상 값의 최 치인 기울기(gradient) 값을 마커로 

이용하 다. 

2.2 워터쉐드와 역병합 알고리즘

제안된 워터쉐드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정의한 불명

확한 역에서 객체의 실제 윤곽선을 심으로 좌우가 

낮아지는 지역에서 심에 가장 높은 기울기 값을 갖

는 곳을 찾음으로써, 실제 윤곽선을 심으로 좌우에 

불명확한 역이 설정된 가장자리로 국부 인 역들

이 분할된다.  

워터쉐드 알고리즘으로 분할된 국부 인 역들을 

객체 혹은 배경 역으로 분류하기 하여, 우선 각 

국부  역들의 평균값, 각 인 한 역과의 평균값 

차이의 값을 구한다. 그리고 그림 2.1와 같이 설정

된 불명확한 역을 기반으로 객체의 내부 역과 만

나는 라인을 inner로 배경 역과 만나는 라인을 outer

로 설정하고 이들과 만나는 역들을 기 결정 역으

로 할당하고, 인 한 비결정 역들과  평균값의 

차이에 따라 우순순 를 두어 큐에 등록한다. 

그림 2.1. 워터쉐드 역병합

큐에 등록된 각 역들은 어도 1개이상의 결정

역에 인 되어 있으므로 큐에서 최상 의 역값을 출

력하고 인 한 결정 역 에 평균값의 차이가 가장 

은 결정 역과 병합을 수행한다. 그리고 병합된 역

은 결정 역으로 변경하고 그림 2.2와 같이 미결정

역이 결정 역으로 변경 될 때까지 큐에 입력과 병합

을 반복 으로 수행한다. 

Ⅲ. 실험결과

 그림 3.1-(b)는 제안된 워터쉐드와 역병합을 통

해 분할된 결과를 기존의 워터쉐드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분할된 결과와 비교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a) 기존 추출 결과 (b) 제안된 추출 결과

그림 3.1. 객체분할 결과 비교

표 1은 역 워터쉐드를 이용하여 분할된 국부  

역들의 수와 제안된 워터쉐드를 이용하여 분할된 결과를 

비교 한 것이다. 

표 1. 역  국부  워터쉐드 수행 시간 비교

상

( 상사이즈)

분할 역 수

( 역 병합 상)

분할시간

(frame/sec)

역

워터쉐드

제안된 

워터쉐드 

역

워터쉐드

제안된 

워터쉐드 

mother & daughter

(352x288)
547 478 13.250 1.781

foreman

(352x288)
879 304 13.071 1.734

driving

(720x480)
4850 246 29.501 6.078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객체윤곽선이 존재할 역을 

추출하고, 추출된 역만을 워터쉐드 알고리즘을 용

하고, 국부 으로 분할된 역은 계층  큐를 이용한 

역병합을 통해 짧은 수행시간 동안 효과 으로 객체

를 분할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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