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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에는 다양한 촬영 기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이미지 파일 공유, UCC
의 발달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툴을 원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Drag and Drop을 통해 Poisson Technique을 이용한 Image Composition Program을 제안한다. Source 
Image와 Target Image파일만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부분을 마우스를 이용해 선택하고 Drag and Drop
이라는 간단하고 가시적인 동작만을 취함으로써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그림을 자연스럽게 합성 할 
수 있다. 또한 포아송 테크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화현상 및 적화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을 제시한다. 

 

1. 서론 

현대에는 다양한 이미지, 비디오 촬영 기기가 많이 
발달해 있다. 그에 따라 사용자들은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손쉽게 촬영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UCC 의 발달과 개인 미니홈피, 블로그의 발달로 사용
자들은 직접 촬영한 이미지, 비디오 파일을 이용해 
자신만의 개성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어 하게 되
었다. 따라서, 이미지 비디오 편집 분야에 많은 수요
가 발생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미지 합성이나 비
디오 편집 등은 전문가에 한해서만 이루어 져 온 분
야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이미지 합성이나 비디오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Drag and Drop 을 통해 Poisson 

Technique 을 이용한 Image Composition Program 을 제
안한다. Poisson Image Editing 기술을 이용해 초보자들
이 이미지 합성, 편집 시 문제가 되는 Source Image와 
Target Image 사이의 색감 차이, 두 이미지 경계 영역
의 부자연스러움 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합성
된 이미지에서 동화현상과 적화현상이 일어나는 문제
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Source image 와 Target 
Image 파일만으로 원하는 부분을 마우스를 이용해 선
택하고 Drag and Drop이라는 간단하고 가시적인 동작
만을 취함으로써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그림을 자연
스럽게 합성하고 일반적인 포아송 이미지 편집기법에 
색상보존 방법을 적용하여 적화현상과 동화현상을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2. 포아송 이미지 편집기법 

포아송 이미지 편집 기법은 이미지를 떼어 붙이는
데 Poisson Equation 을 이용해 경계가 Seamless 하게 
되는 방법이다. 포아송 이미지 편집기법을 이용하여 
투명 혹은 불투명한 Source 이미지를 Destination 이미
지로 Seamless하게 옮기는 Guided Interpolation 방법과, 
기본이 되는 수학적 아이디어와 선택된 부분 안쪽을 
Seamless하게 수정할 수 있는 Seamless Cloning 방법이
다. 이 변화들은 그림의 느낌, 밝기, 영역 안에서의 
기울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Guided Interpolation 은 Source 이미지에서 떼어내는 
부분을 Vector Filed로 만들고, Destination 이미지로 옮
기면서 그 Vector Field에 맞게 바꾸어 주는 방법이다. 
아래 그림 1 은 v 라는 Vector Field 를 옮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Vector Field 를 옮기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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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less Cloning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Source 이미지에서 Vector Field를 바로 떼어내는 것이
다. 이를 계산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v g 

 
∆f ∆g over Ω, with | Ω | Ω 

 
for all p, q ,  

 
아래 그림 2에서는 Seamless Cloning 방법을 이용하여 
합성한 이미지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 Seamless Cloning 기법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3. 색상보존 방법을 이용한 포아송 이미지 편집기법 

색상보전 방법을 이용한 포아송 이미지 편집기법은 
색상 톤이 서로 다른 이미지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경
계선 부분의 컬러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소스 이미
지내의 객체 색상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사용자가 지
정한 영역은 객체의 경계선에 의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합성 하고자 하는 객체를 오브젝트영
역 이라고 하고 그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영역을 벨
트영역이라고 한다. 오브젝트 영역과 벨트 영역으로 

나누어 벨트 영역의 색은 주위의 색에 동화되어도 결
과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으로서 그곳의 
색을 적절히 변화를 주어 오브젝트 영역의 색은 보존
되도록 한다. 아래 그림 3 의 거리비율의 보간 곡선 
그래프에서 위의 그래프와 같은 일반적인 Linear 함수
를 이용하지 않고 아래쪽의 Ease-in Ease-out 함수를 
이용하여 경계선과 거리에 따라 주위 색과 섞이는 정
도를 달리 해준다. 이는 Linear 하게 정도를 달리 해 
주었을 때 보다 훨씬 부드러운 합성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 거리비율의 보간 곡선 
 
그림 4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본의 포아송 이

미지 편집기법을 이용한 경우 동화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a), 색상보존 방법을 이용한 포아
송 이미지 편집기법을 이용한 경우 동화현상이 일어
일어 않는 것을 알 수 있다(b). 

 

 
 

(그림 4) (a) 포아송 이미지 편집기법을 이용한 합성결
과와 (b) 색상보존 방법을 이용한 포아송 이미지 편집

기법을 이용한 합성결과. 
 
 

4. 실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포아송 이미지 편집기법을 
사용하여 합성했을 때 동화현상 혹은 적화현상이 나
타났던 이미지들에서 색상보존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실험에서는 바다와 하늘 두 가지를 배경으로 바다 위
에 있는 오브젝트를 전혀 다른 색감 혹은 다른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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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다위로 옮기는 실험,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오브
젝트를 구름의 양, 색감이 다른 이미지와 합성하는 
실험을 함으로서 기존의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위쪽의 큰 이미지가 포
아송 편집기법만을 이용하여 합성한 결과이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가 색상보존 방법을 이용한 합
성 결과이다. 상단의 작은 이미지 두 개는 합성 하고
자 하는 두 개의 이미지이다. 
포아송 이미지 편집기법을 이용한 결과, 색감과 경
계가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너
무 자연스러워 지는 것 만을 지향하다 보니 원본 이
미지의 색감을 잘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미지 합성에서는 경계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만큼이나 원본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도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색상 보존 기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동화
현상과 적화현상 모두 결국은 원본 이미지에서 붉은
색으로 혹은 배경과 지나치게 비슷한 색으로 바뀐다
는 것이 문제점 이기 때문에 색상 보존 기법을 제안
하게 되었다. 실험을 통해 색상 보존 기법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이 기존의 기법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합성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증명하였다. 

 
 

 
(a) 

 

 
(b) 

 
(c) 

(그림 5) 포아송 이미지 편집기법을 이용한 이미지 합
성 결과와 색상보존 방법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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