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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디스 이 비율을 고려한 복합  Image retargeting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다양한 비율을 가지는 시야각 상을 모바일기기에서 디스 이하고자 할 때 어드

는 과정에서 상 내의 주요 역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결과 상을 만들어내기 해 

상의 saliency를 분석하여 에 지 분포와 gravity center를 구한다. 분석된 에 지 분포를 통해 상을 동

일한 에 지량을 가진 n개의 역으로 분할하고 각 역의 분포 특징에 따라 crop, linear scaling, seam 
carving의 기법을 최 의 역에 복합 으로 용하여 상을 retargeting한다. 끝으로 제안하는 기법의 

결과 상과 기존 기법의 결과 상을 비교하여 제안 기법의 강 을 검증한다.

1. 서론

 최근 image retargeting 분야는 빠르게 발 해왔다. 

특히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필두로 다양한 해상도의 

Display장치에 동일한 컨텐츠를 표 하게 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과거 이미지를 일 으로 이거나 

잘라내는 방식으로는 상의 주요 역의 손실이 크 

이미지 내의 content를 고려하여 이미지를 이는 

방법들이 연구되어왔고, content를 벗어나 context를 

고려한 기법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

들은 각각 이미지의 구성  특징에 따라 장단 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지의 구성과 각 기법들과의 

계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제안하는 

본 기법은 이미지의 content  context를 분석하여 

이미지 내의 content 배치에 따라 그 역에 가장 

강 을 보이는 retargeting 기법을 혼합하여 용한

다. 본 기법의 기본 인 제는 넓은 종횡비를 갖는 

시야각 이미지를 일정한 역으로 나  뒤 각 

역의 에 지를 균일하게 만드는데 을 두었다.  

 1)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1년 문화콘텐

츠산업기술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ntext에 기반해 얻어낸 saliency map을 바탕으로 

이미지 내의 요 역을 분류해내고 요 역의 

분포와 그 치 계에 따라 geometry를 보존하며 

요도가 떨어지는 에 지 역의 pixel을 효과

으로 일 수 있도록 고안하 다. 이 기법은 이미지

의 주요 구성요소(line/edges, faces/peoples, texture, 

foreground objects, geometric structures, 

symmetry)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단하지만 효과

인 2가지 기법을 통해 상의 크기를 변화시킨다. 

2가지 방법은 체 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만 이미

지의 symmetry 보존이 어려운 cropping과 

foreground object와 geometric structures, 

symmetry에 강한 linear scaling이다.  2가지 기법

들은 연산과정이 간단하여 속도가 빠르고 서로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시야각 상에서 특정한 foreground object가 없거

나, 상의 변화 폭이 큰 경우에도 경계선 같은 문

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면 이러한 기법들을 

어느 역에, 어떤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으로 이미지의 context를 보존할 수 있는 지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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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그림 1> 제안 알고리즘의 흐름도

2.1 context aware saliency detection

이미지의 크기를 변화시킬 때 요 역의 손실을 최

소화하며 변화시키기 해서는 상 내의 요 역

을 알고 있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상내

의 pixel들이 가지는 에 지 크기를 얻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는 edge detection이 있다. edge는 주변 픽셀들과의 

밝기 차이에 따라 얻어지므로, edge가 뚜렷하게 나

타나는 역은 복잡한 패턴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에 지 역이라 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edge detection 등의 gradient 기반의 에 지 

생성 방식은 edge로 둘러싸인 주요 객체의 내부

역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오류가 많이 발생

한다. 이에 context aware saliency detection 기법은 

단순히 픽셀의 intensity 외에 색상의 유클리디언 거

리(CIE-Lab.)에 따라 에 지를 결정하고 이를 

HVS(Human Visual System)에 기반하여 요 역의 

특징을 정의한다.

<식 1>CIE-Lab space에서의 컬러 거리와 픽셀의 

실제 거리와의 계에 의한 픽셀 에 지 산출

2.2 gravity center와 cropping

 saliency detection단계에서 얻어낸 픽셀에 지를 

기반으로 에 지의 심 (gravity center)를 얻어낼 

수 있다. 이 심 과 변형하고자하는 축의 외곽선

까지의 거리 비율과 변형하고자 하는 픽셀의 크기와

의 계에 의해 상의 외곽 역을 cropping 한다.

   







   





<식 2> Saliency map의 Gravity Center를 

기 으로 한 상 좌,우의 Crop 역 설정

2.3  히스토그램 기반의 상 분할

cropping 후 남은 상을  에 지의 크기에 따

라 n등분한다. 이 때 n은 상의 크기  일 비율

에 따라 유동 으로 설정한다.(본 실험에서는 10을 

사용하 다) 에 지에 따라 상을 분할하고 나

면 분할된 역 내의 에 지 총량이 같게되고 한쪽

축의 길이가 같으므로 이는 축의 외곽선 길이가 

에 지 도에 반비례하게 된다. 

<그림 2> 원본 상과 Saliency map의 

에 지를 통한 상 분할 결과

2.4 에 지 분포에 따른 차등  scaling

 분할된 역의 에 지 도를 분석해보면 고에

지 역사이에 낀 에 지 역이 존재한다. 기본

으로는 에 지 도차(분할된 역의 넓이 차이)

에 따라 최 에 지 역부터 linear scaling을 용

하여 최종 으로 모든 역의 도를 같게 만드는 

것이지만. 고에 지 역을 foreground object가 존

재하는 역이라고 볼 때 고에 지 역에 인 한 

에 지 역은 foreground object의 역을 일부

포함한 background 역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foreground object의 외곽 역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역에는 Linear scaling 이 에 

seam carving을 먼  일부 용하여 고에 지 역

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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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원본 상과 75%의 크기로 인 결과 상. 좌측으로부터 original image, our result, linear scaling, 
cropping, seam carving  

<그림 4> 원본 상과 50%의 크기로 인 결과 상. 좌측으로부터 original image, our result, linear scaling, 
cropping, seam carving 

<그림 5> 원본 상( 시야각 상)과 25%의 크기로 인 결과 상. 상단으로부터 original image, our result, 
linear scaling, cropping, seam carving 

<그림 6> 원본 상( 시야각 상)과 20%의 크기로 인 결과 상. 상단으로부터 original image, our result, 
linear scaling, cropping, seam car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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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본 연구는 인텔 듀얼코어 2.66GHz, 4GB 메모리, 

HDD 500기가의 시스템에서 이루어 졌으며 80장의 

다양한 크기의 인물, 풍경, 사물을 포함하는 상들

을 통해 실험하 다. 원 상의 75%, 50%, 25%, 

20% 크기로 각각 테스트를 진행하 고, 기존에 연

구된 다른 기법들의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강

을 검증하 다. 상의 크기를 75%의 크기로 

일 경우(그림3)의 결과를 보면 원본과 비교했을 때 

주요 객체라고 할 수 있는 배의 형태나 종횡 비율의 

손상이 에 띄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배경 역도 일부 crop되었지만 원 상의 구조를 

보존하고 있다. 50%의 크기로 인 결과(그림4)를 

살펴보면 주요 객체라 할 수 있는 자 거 타는 사람

이 종축으로 약간의 변형이 있지만 상의 반 인 

축소비율에 비해 원래 형태에 가까운 비율을 유지하

고 있고, 배경인 산이나 도로의 구조  형태 역시 

보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 

상( 시야각)을 25%, 20%의 크기로 인 결과 

상(그림5,6)을 보면 앙에 있는 건물과 창에 비친 

배경, 건물 양쪽으로 나있는 인도의 형태가 비교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일반 상부터 노라

마 이미지까지 다양한 크기의 상을 휴 폰과 타블

렛 기기 같은 작은 display에 합한 크기로 변형하

는 기술을 제안하 다. 모바일 기기는 작고 다양한 

해상도의 display를 가지고 있으며, 상 으로 타 

형 기기에 비해 하드웨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기법은 최소한의 연산을 통해 노라마 

상같은 넓은 종횡비를 갖는 상의 크기 변화에도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기 1회의 

saliency detection과정을 통해 얻어낸 에 지를 기

반으로 연산이 간단한 cropping, linear scaling만을 

이용하여 기기의 부담을 고 얻어지는 결과 상

도 다른 기법에 비해 요 상의 손실이나 왜곡 등 

시각 인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 반에 걸쳐 별다른 특징이 없는 상이

나, 부분의 역이 고에 지를 갖는 경우 역 

반에 걸쳐 동일한 scaling이 일어나게 되어 일반 

linear scaling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차후 

Optimized scale&stretch와 같이 반 축의 에 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목시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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