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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형태 정합 및 포아송 방정식을 기반으로 객체와 배경과의 이음매가 없는 효율적인 동영상 합성 기

법을 제안한다. 동영상 합성 기법은 영상 분할 과정과 영상 조합 과정으로 구성된다. 영상 분할 과정에서는 먼저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 사용자가 3 영역 지도를 설정한 후, 그랩 컷(grab cut)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그리고 객체와 배경

의 색상, 밝기, 텍스쳐 등이 유사할 경우 영상 분할의 성능이 감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객체들 간의 형태 정합을 통해 현재 프레임에서 영상 분할된 객체를 보정한다. 영상 조합 과정에서는 포아송 방정식

을 이용하여 객체와 목표 동영상의 배경이 서로 이음매 없이 조합되도록 하며, 또한 사용자가 설정한 움직임 경로에 

따라 객체를 배치한다.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합성된 동영상의 자연성 뿐만 아니라 수행 시간 면에서 우수

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seamless video composition method based on shape matching and Poisson equation. 
Video composition method consists of video segmentation process and video blending process. In the video segmentation 
process, the user first sets a trimap for the first frame, and then performs a grab-cut algorithm. Next, considering that the 
performance of video segmentation may be reduced if the color, brightness and texture of the object and the background 
are similar, the object region segmented in the current frame is corrected through shape matching between the objects of 
the current frame and the previous frame. In the video blending process, the object of source video and the background 
of target video are blended seamlessly using Poisson equation, and the object is located according to the movement path 
set by the use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better performance not only in the naturalness of 
the composite video but also in computation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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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스(source) 영상의 객체를 목표 영상에 조합하여 

새로운 합성 영상을 생성하는 영상 합성 기술은 디지털 

영상의 편집,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저작, 기존 영상의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영상의 생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영상 합성은 영상 분할(image segmentation) 
과정과 영상 조합(image blending) 과정으로 구성된다. 
영상 분할은 전경(객체)과 배경을 분리하는 과정이며, 
영상 조합은 소스 영상에서 영상 분할된 객체를 목표 

영상의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영상 

분할 과정에서 객체와 배경의 특성이 유사하거나 또는 

비디오 영상에서 객체 형태가 변화할 경우 객체와 배경

의 완벽한 분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J. Wang 등은 소스 영상을 사용자가 절대 배경 영역

(definite background), 절대 전경 영역(definite foreground), 
불확실 영역(unknown)의 3 영역 지도(trimap)로 분할한 

뒤, 불확실 영역에서 최적의 객체 경계를 추출하는 방

법을 제시하였다[1]. P. F. Felzenszwalb와 D. P. Huttenlocher
가 제안한 그래프 기반 기법(graph based algorithm)에
서는 색차, 색 변화 등을 영상 영역의 유사성 척도로 활용

하여 유사성이 높은 영역들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영상 분

할 과정을 수행한다[2]. 동영상에 대한 영상 분할 방식으

로서 C. J. Armstrong 등은 그래프 컷(graph cut)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X. Bai 등은 지역 분류기(local classifier)
를 이용하는 동영상 분할 기법을 제시하였다[3, 4]. 그리

고 M. Grundmann 등은 그래프 기반 기법을 응용한 시공

간(spatio-temporal) 동영상 분할 기법을 제안하였다[5]. 
이 기법은 동영상에서 시공간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화소

들을 그룹화하여 영상 분할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영상 합성의 두 번째 단계인 영상 조합 과정에서는 

소스 영상에서 추출된 객체를 목표 영상의 원하는 위치

에 삽입하여 합성 영상을 구성한다. 영상 조합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식은 알파 블랜딩(alpha blending) 방법

이다. 이 방법은 알고리즘이 간단하다는 장점을 있으나, 
소스 영상의 객체와 목표 영상이 조명 조건, 텍스쳐, 색
상 등에서 차이가 많을 경우 조합된 영상의 경계에서 

이음매(seam)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이와 같

은 이음매의 발생을 억제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고안되

고 있다[6-12]. 이러한 방법들은 인간 시각 시스템의 특

성을 고려하여 영상의 그레디언트(gradient) 영역에서 

영상 합성을 수행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들 

중 대표적인 영상 조합 방식은 T, Chen 등의 연구와 같

이 포아송 방정식(Poisson equation)을 이용한 포아송 

조합 방식이다[6]. 이 방식은 합성 영역 내에서 목표 영

상의 그레디언트와 소스 영상 객체의 그레디언트의 차

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형태 정합 및 포아송 방정식을 기반으

로 합성 영상의 화질, 영상 합성에 따른 계산량 등에서 

우수성을 갖는 효율적인 동영상 합성 방법을 제시한다. 
객체와 배경의 색상, 밝기 등이 유사할 경우 영상 분할

의 성능이 감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객체들 간의 형태 정합(shape matching)을 

통해 영상 분할된 객체를 보정한다. 또한 목표 동영상에 
사용자가 설정하는 객체의 움직임 경로의 구간 길이와 

좌표를 조정하여 합성된 동영상의 자연성을 강화한다.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합성 영상 생성을 위한 객체 추

출과 영상 조합 과정에 대해 기술하며, III장에서는 광

류와 형태 정합을 이용한 포아송 동영상 합성 과정을 

제시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제안된 기법에 대한 모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며, V장의 결론으로 논문을 맺는다. 

Ⅱ. 영상 합성을 위한 객체 추출 및 영상 조합

2.1. 영상 분할 영역 설정 및 객체 추출

영상 합성은 그림 1과 같이 소스 영상에서 영상 분할

을 통해 객체를 추출한 후, 이를 목표 영상에 삽입하여 

합성 영상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Fig. 1 Image composition process

영상 분할 과정에서는 먼저 사용자가 수작업을 통해 

영상 분할 영역을 설정한 후, 해당 영역에 영상 분할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객체를 추출한다. 일반적으로 영상 

분할 영역은 소스 영상에 3 영역 지도를 도시함으로써 

설정된다. 3 영역 지도는 그림 2 (a)와 같이 절대 전경, 
절대 배경, 전경과 배경의 혼합 영역인 불확실 영역으

로 구성되며, 사용자는 절대 전경 영역과 절대 배경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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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설정하고 그 외 불확실 영역에 대해 영상 분할 알

고리즘을 통해 정밀한 객체 경계를 추출한다. 그림 2 (a)
는 3 영역 지도를 설정한 예이며, 그림 2 (b)는 불확실 

영역에 대해 grab cu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성된 영상 

분할 마스크이다. 그리고 그림 2 (c)는 그림 2 (b)의 마

스크를 이용하여 추출한 객체를 나타낸다.

(a) (b) (c)
Fig. 2 Image segmentation using trimap (a) trimap (b) 
segmentation mask (c) segmented object

2.2. 포아송 방정식을 이용한 영상 조합

합성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영상 조합은 소스 영상의 

합성 영역 Ω와 목표 영상의 배경이 합성 영상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조합되는 이음매 없는(seamless) 영상 조합 

방법을 사용한다. 이음매 없는 영상 조합을 위해 합성 

영역의 외부는 목표 영상과 완전히 동일하며, 합성 영

역 내부는 소스 영상과 유사하도록 합성한다. 한편 영

상의 그레디언트 값이 영상에 포함된 에지와 명암대비 

정보를 보존한다는 특징을 가지며, 인간시각시스템은 

영상의 그레디언트 정보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레디언트 영역에서 영상 조합을 
수행함으로써 합성 영상의 자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레디언트 영역에서 영상 합성을 수행하는 주요 개

념은 합성 영상에서 합성 영역의 그레디언트와 소스 영

상의 그레디언트의 차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합성 경계 

에서는 합성 영상과 목표 영상의 화소값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min
 ∈

∇∇

         such that     on 
(1)

식 (1)에서  ,  , 는 각각 합성 영상, 소스 영상, 목표 

영상을 의미하며, 그레디언트 연산자 ∇   

와 같다. 식 (1)에 나타낸 최소화 문제의 해는 식 (2)와 

같다. 식 (2)에서 첫 번째 수식은 포아송 방정식을 나타

내며, 두 번째 행은 디리클레 경계 조건(Dirichlet 
boundary condition)을 의미한다. 

∆ ∆  in Ω
          such that     on 

(2)

식 (2)에서 라플라시안 연산자 ∆    

이다.

Ⅲ. 광류와 형태 정합을 이용한 동영상 합성

3.1. 동영상 합성 과정

본 논문에서는 정지영상 합성 방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동영상 합성 기법을 제안한다. 동영상 합성은 소스 동영상

에서 추출한 객체를 목표 동영상에 설정한 움직임 경로에 

따라 조합하여 합성 동영상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이에 따라 동영상 합성 과정은 그림 3과 같이 소스 

동영상의 각 프레임에 대한 영상 분할, 목표 동영상에 대

한 경로 설정 및 적용, 합성 동영상 생성을 위한 영상 조합 

과정으로 구성된다. 소스 동영상의 첫 번째 프레임에서 3 
영역 지도를 설정하고, 이어서 목표 동영상의 첫 번째 프

레임에서는 소스 동영상의 객체가 위치할 움직임 경로를 

설정한다. 그리고 영상 분할된 객체를 목표 동영상의 경로

에 배치함으로써 합성 동영상을 생성한다. 소스 동영상의 

첫 번째 프레임 이후의 프레임들에서는 이전 프레임에서 

설정된 객체 영역에 대한 광류를 계산한다. 그리고 생성된 

광류 속도 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에서의 객체 영역

을 설정하고, 이 객체 영역의 인접 영역을 불확실 영역으

로 설정하여 영상 분할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영상 분

할된 객체를 추출한다. 목표 동영상에서는 초기 설정된 객

체 움직임 경로에서 해당 프레임의 위치 정보를 추출한 

후, 소스 동영상에서 추출된 객체를 조합함으로써 합성 동

영상을 생성한다. 이러한 영상 합성 과정을 소스 동영상에

서 장면 전환이 발생할 때까지 반복한다.

Fig. 3 Overall process of video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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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류를 이용한 움직임 추정 및 형태 정합

이전 프레임에서 추출된 객체와 현재 프레임과의 광

류를 측정하여 현재 프레임에서의 객체 위치를 추정한

다. 그리고 추정된 위치를 기반으로 3 영역 지도 형성 

및 영상 분할을 수행한 후 현재 프레임의 객체와 이전 

프레임의 객체 간의 형태적 유사성을 검사한다. 그리고 

형태적 유사성이 미리 설정한 임계값보다 낮을 경우 현

재 프레임에 대한 영상 분할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영상 분할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형태 

정합을 수행한다. 
형태 정합 과정은 슈퍼화소(superpixel) 생성, 영상 

분할된 객체 영역에 대한 각 슈퍼화소의 포함 여부 결

정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슈퍼 화소는 그림 4와 같이 

영상을 화소들의 색상, 밝기 정보를 이용하여 세밀하게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를 포함하

는 마스크 영역에 대해 슈퍼 화소들을 추출한다. 이 때 

각 슈퍼 화소들의 경계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어서 grab 
cut 알고리즘을 통해 영상 분할된 객체의 경계에 존재

하는 각 슈퍼 화소를 하나씩 영상 분할된 영역에 삽입 

및 삭제시키면서, 이 때 생성된 영상 분할 영역과 이전 

프레임의 영상 분할 영역과의 유사성을 검사한다. 그리

고 슈퍼 화소를 삽입 또는 삭제할 경우 유사성이 임계값

보다 같거나 높을 경우, 해당 슈퍼 화소를 영상 분할 영

역에 삽입 또는 삭제한 후 영상 분할 과정을 종료한다.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객체 영역을 각각 , 

로 표기하고 이들에 대한 휴 모멘트(Hu moment)를 


 , 

로 나타낼 때, 본 논문에서 사용한 형태 유사도

(match degree)는 식 (3)과 같다. 객체들 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는 작은 값을 갖는다.

(a) (b) (c)
Fig. 4 Generation of superpixel (a) input image (b) 
superpixel mask (c) superpixel image

  
  ⋯













 

           where   
  

 ∙log


 
  

 ∙log


(3)

3.3. 객체 움직임 경로 조정

소스 동영상에서 영상 분할을 통해 추출된 객체를 사

용자가 원하는 경로를 따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목표 

동영상의 첫 번째 프레임에서 움직임 경로를 설정한다. 
움직임 경로의 설정은 마우스(mouse) 작업을 통해 이루

어지며, 객체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경로의 좌표들을 가우시안 필터링(Gaussian filtering)한
다. 그리고 합성 동영상에서 객체가 조합되는 프레임 구

간과 움직임 경로의 길이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

여 움직임 경로의 길이가 프레임 구간의 길이가 동일하

도록 조정한다. 사용자가 설정한 초기 경로의 길이와 객

체가 조합되는 프레임 구간의 길이를 각각 , 로 표

기하고 초기 경로의 좌표를 
    ⋯  

로 나타낼 때, 번째 프레임에서의 조정된 경로 좌표 

는 

  
 

 
 

 


    ⋯  

  
(4)

로 나타내어진다.

Ⅳ. 모의실험 및 분석

4.1. 동영상 합성 모의실험

모의실험에 사용된 동영상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a)-(c)는 소스 동영상으로 사용되어 각 영상에 포함된 

객체가 영상 분할되며, 그림 5 (d)-(f)는 목표 동영상으

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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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5 Test moving pictures (a) girl (b) airplane (c) 
snowboard (d) beach (e) sky (f) desert

그림 5 (a)의 girl에 대해 광류 벡터, 형태 정합 후의 

이진 마스크, 최종적으로 추출된 객체 영상은 그림 6과 

같다. 그리고 각 시험 동영상의 0 ~ 99번째 프레임들에 

대해 다양한 모의실험을 통해 형태 유사도 임계값 

  로 설정하였으며, 형태 정합 전, 후의 형태 

유사도 변화는 그림 7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볼 때 객체

의 움직임이 활발한 girl과 snowboard는 형태 정합에 의

해 일부 프레임들에서 형태 유사도가 저하, 즉 영상 분

할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객체의 움

직임이 크지 않은 airplane은 grab cut 알고리즘만으로

도 일정한 성능의 영상 분할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girl의 33, 99번 프레임과 snowboard의 13, 74번 프레

임 등에서는 형태 정합 후에도 형태 유사도가 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형태 정합을 수행하더라

도 형태 유사도가 낮아지지 않아서 형태 정합을 적용하

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프레임

에서는 형태 정합으로 인해 형태 유사도가 저하되어, 
형태 정합의 효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형태 정합을 통해 추출된 소스 동영상의 객체는 사용

자가 설정한 객체 움직임 경로에 따라 목표 동영상에 

포아송 조합되어 합성 영상을 형성한다. Girl과 beach에 

대한 합성 영상은 그림 8과 같다.

(a) (b) (c)
Fig. 6 Simulation results for girl (a) optical flow (b) 
binary mask (c) contour of segmented region

(a) girl

(b) airplane

(c) snowboard

Fig. 7 Match degree. black line: before shape matching, 
red dotted line: after shape matching

Fig. 8 Composite video for girl and beach

4.2. 선행 연구와의 비교 분석

동영상 합성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영

상 합성의 요소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T. 
Chen 등의 연구[6]는 전 과정을 기술하였다. 동영상 합

성 분야에서는 제시된 기법들의 성능을 정확히 비교 분

석하기 위한 표준화된 시험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와 기존 연구의 성능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T. Chen 등의 알고리즘에서는 사용자가 합성 영역을 

그 특성에 따라 3 종류로 분류하여 그레디언트 값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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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그리고 많은 계산량이 요구되는 비용함수 등을 

적용하여 합성 경계에서의 깜빡임 현상(flickering) 감
소 등 화질을 개선시킨다. 또한 동영상 합성 중 영상 분

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프레임에 대해서는 사용

자가 수작업을 통해 3 영역 지도를 재설정하거나 또는 

배경과 객체를 다시 지정한다. 이에 따라 T. Chen 등의 

연구는 다소 우수한 화질의 합성 영상을 생성할 수 있

으나, 소스 동영상과 목표 동영상의 특성에 관한 사용

자의 사전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동영상 합성 중 사

용자의 개입이 필요하며 매우 긴 수행 시간이 요구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의 연구는 형태 정합을 

통해 영상 분할의 성능을 개선하며, 첫 프레임을 제외

한 나머지 프레임들에서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수행 시간이 짧다는 특징을 가진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에 활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영상 합성 기법을 제안하였다. 영상 

분할 과정에서는 형태 정합 기법을 도입하여 기존 그래

프 기반 방식들의 성능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소스 동

영상에서 추출된 객체의 움직임 경로와 객체가 목표 동

영상에 삽입되는 프레임 구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식은 

첫 번째 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프레임들의 영상 합성

에 사용자의 개입이 요구되지 않으며, 일반 사용자도 

영상 합성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향후 합성 영상의 자연성 향상을 위해, 목표 영상의 

배경과 합성된 객체의 밝기(intensity), 채도, 블러링 정

도 등을 일치시키고, 또한 움직임 경로 상의 객체 노출 

및 폐색(occlusion) 영역을 설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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