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12: 1520~1527, Dec. 2019

효율적인 그래프 기반 2단계 슈퍼픽셀 생성 방법

박상현*

Efficient graph-based two-stage superpixel generation method

Sanghyun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Multimedia Engineeri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on, 57922 Korea

요  약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영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영상을 간소화하여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처리 단계에서 

슈퍼픽셀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슈퍼픽셀 단계에서는 영상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 보다는 화소의 값을 

기준으로 일정한 크기와 형태의 슈퍼픽셀을 생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응용에 맞게 영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슈퍼픽셀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첫 번째 단계에서 영

상을 과분할 하여 영상의 경계 정보들이 잘 보존되게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과분할 된 슈퍼픽셀들을 유사도를 기

준으로 병합하여 원하는 개수의 슈퍼픽셀을 생성한다. 이때 슈퍼픽셀의 최대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슈퍼픽셀의 형태

를 제어한다.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방법으로 생성된 슈퍼픽셀이 기존 방법에 의해 생성된 슈퍼픽셀 보다 정확하게 

경계 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Superpixel methods are widely used in the preprocessing stage as a method to reduce computational complexity by 
simplifying images while maint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images in the field of computer vision. It is common to 
generate superpixels with a regular size and form based on the pixel values rather tha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generate superpixel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image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The proposed method consists of two steps, and the first step is to oversegment an image 
so that the boundary information of the image is well preserved. In the second step, superpixels are merged based on 
similarity to produce the desired number of superpixels, where the form of superpixels are controlled by limiting the 
maximum size of superpixel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preserves the boundaries of an image 
more accurately than the exi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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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을 분할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영상처리 분야의 

주제이다. 영상을 분할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영상에

서 필요한 객체를 분할하기 위한 것이었다 [1]. 최근에

는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영상을 과분할하고 분할된 영

역을 하나의 픽셀처럼 처리하는 슈퍼픽셀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슈퍼픽셀은 유사한 화소들로 이루어진 

화소 그룹을 의미하며, 영상 인식과 같은 복잡한 알고리

즘의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소개되었고 최근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3]. 슈퍼픽셀은 영상을 낮은 레

벨의 표현으로 바꾸지만 영상의 경계 등은 유지함으로

서 영상인식에서 개별 영상의 과적합 현상을 줄이고 인

식에서의 불필요한 잡음을 줄임으로써 계산량을 감소

시키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슈퍼픽셀은 일반

적으로 영상 인식 등의 컴퓨터 비전 응용에서 전처리 단

계로 많이 사용된다.
슈퍼픽셀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화소들의 집합이지만 

응용에 따라 추가적인 특성들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특성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4,5]. 먼저 하나의 슈퍼픽셀은 기본적으로 컬러 특성들

이 유사해야 한다. 응용에 따라 RGB 컬러 모델을 사용

하거나 CIELAB 컬러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색상

에 대한 유사성은 기본적으로 반영된다. 다음으로 요구

되는 특성은 영상의 경계를 잘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영상의 경계는 컴퓨터 비전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

고 있으므로 전처리 과정인 슈퍼픽셀 생성 단계에서 이 

정보를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문헌에서 제시되는 요구사항이 유사한 크기와 형

태의 슈퍼픽셀이다. 슈퍼픽셀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되면 인접하는 슈퍼픽셀의 수가 불규칙해지는 단점이 

생긴다.
슈퍼픽셀에서 요구되는 특성들은 서로 간에 트레이

드 오프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특성을 좋게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응용에서 요구하는 전처리 단계

에서의 요구사항을 따라 특정 특성에 주안점을 두는 슈

퍼픽셀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객체를 

추적하는 응용의 경우 객체의 정확한 경계를 보존하는 

슈퍼픽셀 보다는 일정한 모양의 슈퍼픽셀이 추적하는 

객체를 빠르게 찾아내는데 더 유리하다[6]. 
슈퍼픽셀은 실제 응용에서 전처리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문헌에서는 기본적으로 슈퍼픽셀의 크기

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슈퍼픽셀을 생

성할 때 목표 슈퍼픽셀 수를 입력 파라미터로 주기 때문

에 슈퍼픽셀의 평균 크기가 결정된다. 생성되는 슈퍼픽

셀은 평균 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처리 단계임에도 영상의 복잡도를 반영하여 

슈퍼픽셀을 생성한다면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잘 보존하는 슈퍼픽셀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이를 위해 슈퍼픽셀 생성을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슈퍼픽셀 수 보다 

많은 슈퍼픽셀로 영상을 과분할하여 영상의 경계가 잘 

보존되게 한다. 이때 슈퍼픽셀은 모양이 일정하게 생성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개수에 도달할 때까지 

유사한 슈퍼픽셀을 병합하여 최종 수퍼픽셀을 생성한

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슈퍼픽셀을 병합할 때 최대 크

기를 제한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슈퍼픽셀

을 만든다.

Ⅱ. 관련 연구

슈퍼픽셀을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전통적인 방법인 그래프 기반의 방법들과 씨드

를 성장시키는 형태의 방법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영상

을 지속적으로 세분화하면서 슈퍼픽셀을 생성하는 점

진적인 방법이 있다 [4,5]. 
먼저, 그래프 기반의 전통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면, 

이 방법들은 인접한 픽셀들에 대해서 유사성을 기준으

로 그래프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영상을 분할한다. 이
때 픽셀은 그래프의 노드가 되고 픽셀간의 유사도는 에

지가 된다. 정규화 절단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그래

프 기반의 목적 함수를 정의하고 전역적인 최적해를 구

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분할한다[7]. 따라서 이 방법은 

계산량이 매우 많다는 단점을 가진다. 처리 속도를 줄이

기 위해 최소 신장 트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8]. 이 알고리즘은 여러 개의 최소 신장트리를 찾아가

는 방식으로 분할의 세밀함을 조절하는 파라미터가 있

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여전히 처리 속도가 느리고 

슈퍼픽셀의 형태도 불규칙적이어서 지금은 많이 사용

되고 있지 않다.
씨드를 중심으로 영역을 성장시키는 방식으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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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의 방법인 워터쉐드 알고리즘이 있다. 영상의 값을 

지형으로 추상화하고 여기에 물을 차오르게 하여 영역

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9]. 이 방법은 

처리 속도가 비교적 빠르지만 생성된 슈퍼픽셀의 형태

가 매우 불규칙한 단점이 있다. 어떤 데이터 분포의 피

크 또는 무게 중심을 찾아가는 민시프트(mean shift)를 

이용한 방법도 제안되었다[10]. 하지만 이 방법은 계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 많이 이

용되는 씨드를 이용한 방법으로 SLIC 알고리즘이 있다. 
이 방법은 초기 씨드를 영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

고, 화소와 씨드의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유사한 씨드의 

군집으로 화소를 할당하는 방식이다[11]. SLIC 알고리

즘은 기존 방법에 비해 속도가 빠르며, 슈퍼픽셀의 형태

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SLIC 방법의 성능

을 유지하면서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도 진

행되고 있다 [12].
마지막으로 영역을 점진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이 있

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SEED 알고리즘이 있다 [13]. 이 

방법은 먼저 영상을 큰 간격의 그리드로 분할하여 슈퍼

픽셀을 생성하고 슈퍼픽셀에 대해서 하위 슈퍼픽셀로 

나누고, 하위 슈퍼픽셀을 유사한 슈퍼픽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분할한다. 이 과정을 하위 슈퍼픽셀이 

한 화소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SEED 알고리즘은 크기

가 큰 슈퍼픽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작은 슈퍼픽

셀로 진행하면서 영상의 경계를 찾아 정확하게 슈퍼셀

이 나눠지게 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속도는 SLIC 알
고리즘에 비해 느린 단점이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크기

를 가지는 슈퍼픽셀을 생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슈퍼픽셀은 모양이 일정

한 장점이 있지만 경계를 보존하는 성능이 떨어지고 불

규칙한 슈퍼픽셀은 경계는 잘 보존하지만 슈퍼픽셀간

의 연결이 복잡한 단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

인 슈퍼픽셀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잘 보존하기 위하여 규칙적인 슈퍼픽셀을 생성하는 단

계와 유사성을 기준으로 슈퍼픽셀을 병합하는 단계의 

두 단계로 슈퍼픽셀은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Ⅲ.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영상의 복잡도를 반영하

여 슈퍼픽셀의 크기를 다르게 생성한다. 이를 위해 1단
계로 영상을 많은 수의 슈퍼픽셀로 과분할하고, 2단계에

서 과분할된 슈퍼픽셀을 그래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병

합함으로써 원하는 개수의 슈퍼픽셀을 생성한다.

3.1. 1단계 : SLIC 방법을 이용한 초기 과분할

과분할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존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슈퍼픽셀의 개수와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SLIC 방법이 최근에 많

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을 과분할하는 목

적으로 SLIC 방법을 적용한다. 
SLIC 방법은 k-means 방법을 이용한 군집화를 수행

하지만 모든 화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씨

드에 대해서만 군집화를 수행함으로써 슈퍼픽셀을 구

하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11]. 즉, 원하는 개수 만큼의 

씨드를 영상에 배치하고, 이 씨드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

하여 가장 가까운 씨드로 군집화한다. 
전체 화소수가 이고 개의 슈퍼픽셀로 클러스터링

을 수행할 경우 초기 씨드를 배치할 때 각 씨드간의 간

격 는 식 (1)과 같다.

  (1)

씨드를 제외한 모든 화소들은 ×  범위에 있는 

씨드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씨드로 군집화

한다. SLIC 방법에서는 CIELAB 컬러 모델을 사용한다. 
따라서 화소 는 식 (2)와 같이 컬러 성분과 좌표값으로 

이루어지는 특성 벡터 로 표현된다.

       
 (2)

여기서  ,  , 는 CIELAB 컬러 모델의 각 성분을 

나타내고, 와 는 화소의 좌표를 나타낸다. 각 화소

가 씨드를 중심으로 군집을 이루게 되면 씨드를 갱신하

게 되는데 각 군집의 씨드도 동일한 형태의 특성 벡터로 

표현된다. 군집 의 특성 벡터는 다음과 같다.


 

 
 

 
 

 (3)

군집에 대한 특성 벡터의 각 성분은 군집을 구성하는 

화소의 각 성분들을 평균한 값이다. 전체 영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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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화가 이루어지면 각 군집의 특성 벡터를 갱신함으

로써 씨드를 갱신하고 군집화를 반복한다.
각 화소와 씨드의 거리는 컬러 성분들의 차이와 공간

적인 거리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화소 와 군집 의 

거리  는 식 (4)와 같이 구한다.

  
⋅

 , (4)

  

 
 

 


, (5)

  
 

 . (6)

여기서 는 로 계산되며, 은 슈퍼픽셀의 모양을 

조절하는 파라미터이다. 값이 커지면 슈퍼픽셀의 크기

와 모양이 일정한 형태를 가지게 되며, 값이 작으면 영

상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만 불규칙적인 슈퍼픽셀이 생

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SLIC 방법을 제안한 논문에서 

기본값으로 사용한 10의 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1은 벌 

영상을 SLI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성한 슈퍼픽셀을 

보여준다.

(a) Original (b) Superpixel

Fig. 1 Original bee image and superpixel image generated 
using SLIC method

3.2. 2단계 : 슈퍼픽셀 병합

1단계에서 생성된 슈퍼픽셀을 병합하기 위하여 먼저 

그래프를 생성한다. 병합 방법으로 그래프의 에지를 기

준으로 유사한 슈퍼픽셀들에 대해서 응집 계층 군집 방

법을 적용한다. 그래프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하여 식 

(2)로 정의된 슈퍼픽셀의 특성 벡터를 식 (7)과 같이 수

정한다.


 

 





 (7)

여기서 
는 슈퍼픽셀을 구성하는 화소의 수를 나타

내고, 
는 부모 슈퍼픽셀을 나타낸다. 

는 초기 값으

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값을 가지며, 
가 가리키

는 값이 자기 자신인 것은 슈퍼픽셀 가 최상위 슈퍼픽

셀임을 의미한다. 슈퍼픽셀 와 슈퍼픽셀 가 병합할 

경우 인덱스 가 보다 작으면 슈퍼픽셀 가 부모가 

되고 
는 값으로 갱신한다. 1단계 결과로 생성된 슈

퍼픽셀에 대한 그래프 는 노드 집합 와 에지 집합 

로 구성된다. 하나의 노드는 하나의 슈퍼픽셀을 의미하

며, 1단계에서 과분할 된 슈퍼픽셀의 개수가 이면, 노
드의 개수도 이 된다. 에지는 인접한 슈퍼픽셀 간에 정

의되기 때문에 에지의 개수 은 전체 슈퍼픽셀의 연결 

상태에 의해 값이 결정된다.

   , (8)

     ⋯, (9)

   ⋯ (10)

여기서 는 번째 에지를 의미한다. 에지는 인접한 

두 슈퍼픽셀에 대해서 정의되며 식 (11)과 같이 에지를 

구성하는 한 슈퍼픽셀 과 다른 한 슈퍼픽셀 를 요

소로 가지며, 추가적으로 두 슈퍼픽셀의 거리를 나타내

는 가중치 를 가진다. 슈퍼픽셀 사이의 거리 는 두 

슈퍼픽셀의 컬러성분에 대해서 식 (13)과 같이 계산한다.

     , (11)

     , (12)

   











(13)

는 에지들의 집합이지만 실제로 구현할 때는 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형태로 구현한다. 그래

프 구성이 완료되면 에서 맨 처음에 있는 값이 가장 

작은 에지를 골라 슈퍼픽셀을 병합한다. 슈퍼픽셀 와 

를 병합하는 방법은 알고리즘 1과 같다. 두 슈퍼픽셀 

중 하나로 병합이 이루어지는데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슈퍼픽셀 인덱스가 작은 슈퍼픽셀로 병합한다. 즉, 가 

보다 작을 경우 로 병합이 이루어지며 의 특성 벡

터 정보들이 갱신된다. 컬러 성분은 각 성분별 평균값을 

갱신하고 화소 수도 갱신한다. 의 경우는 부모 슈퍼

픽셀을 가리키는 
만 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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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 Merge   with  (  )

input : Clusters   and 





 

⋅


⋅






 

⋅


⋅






 

⋅


⋅










output : Updated Cluster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슈퍼픽셀의 최대 크기를 제한

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즉, 슈퍼픽셀의 개수

뿐만 아니라 슈퍼픽셀의 최대 크기도 파라미터로 설정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슈퍼픽셀을 생성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한다. 슈퍼픽셀의 최대 크기 는 식 (14)와 같

이 슈퍼픽셀의 평균 크기에 대한 배수를 나타내는 파라

미터 로 조절한다.

 ⋅  (14)

여기서 은 최종 슈퍼픽셀의 개수이다. 따라서 

 는 슈퍼픽셀의 평균 화소 수가 된다.
알고리즘 2는 제안하는 슈퍼픽셀 생성 방법을 설명

한다. 1단계에서 과분할 된 슈퍼픽셀에 대한 그래프 

 와 슈퍼픽셀의 개수 에 더하여 목표 슈퍼픽

셀의 개수  과 슈퍼픽셀의 최대 크기 를 입력으로 

하여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여기서 는 에지들의 집합

인데 가중치 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형태

로 구현된다.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슈퍼픽셀을 병합

하는 과정을 슈퍼픽셀의 개수가  이 될 때까지 반복한

다. 먼저 의 최상위에 있는 에지 를 에서 추출한다. 

를 구성하는 두 슈퍼픽셀 와 가 한 차례 이상 

병합이 이루어졌으면 병합된 정보를 이용하여 추가적

인 병합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두 슈퍼픽셀에 대해서 

부모 슈퍼픽셀 과 를 찾는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 
과 가 같거나 과 를 병합했을 때 화소 수가 

를 초과하는 경우는 병합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에

지로 넘어간다.

Algorithm 2 : Proposed Method

Input :   , ,  , and 

  While  ≠  

   Take out  from 
     = find_parent()
     = find_parent()
    if() continue;
    if( ) continue;
       

    if( )
      Make     

      Insert   into 
    else
      Merge  with 
      
    end
Output : Updated  

Fig. 2 Superpixel image with the maximum size being 
up to eight times the average 

과 가 병합이 가능한 슈퍼픽셀인 경우 두 슈퍼

픽셀의 거리 를 다시 계산하여 의 가중치 보다 큰 

경우에는 , , 를 구성요소로 하는 새로운 에지를 

에 삽입하고 다음 에지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알고리즘 1을 적용하여 두 슈퍼픽셀을 병합한다. 
병합한 후에는 슈퍼픽셀의 개수를 하나 감소시킨다. 그
림 2는 를 300으로 하고 를 8로 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슈퍼픽셀의 크기가 최대로 평균의 8배까지 

가능하게 설정한 것으로 주로 배경 부분이 큰 슈퍼픽셀

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성능 분석을 위해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와 SLIC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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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SLIC 방
법을 적용하여 목표 슈퍼픽셀을 구한 것과 제안하는 방

법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제안

하는 방법을 이용한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알고리즘 설

명에 사용된 벌 영상에 대해서 SLIC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슈퍼픽셀을 생성하였다. 그림 3은 그림 2와 동일하게 

목표 슈퍼픽셀의 개수를 300으로 하고 파라미터를 기본 

값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Fig. 3 Superpixel image generated by SLIC method 

제안하는 방법의 그림 2와 SLIC 방법의 그림 3을 비

교하면 제안하는 방법은 화소 값이 균일한 배경 부분에 

비교적 큰 형태의 슈퍼픽셀을 생성하고 복잡한 요소들

로 이루어진 부분에서는 보다 세밀한 형태의 슈퍼픽셀

을 생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SLIC 방법은 전

체 영역에 대해서 비교적 일정한 크기의 슈퍼픽셀을 생

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 SLIC method (b) Propose method

Fig. 4 Enlarged images of the bee’s head area

그림 4는 세밀한 영역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

해 벌의 머리 부분을 확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제안하는 

방법이 SLIC 방법에 비해 보다 많은 슈퍼픽셀을 할당하

고 있으며, 보다 정확하게 영역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슈퍼픽셀의 최대 크기를 파라미터로 

조절할 수 있다. 목표 슈퍼픽셀 개수가 주어지면 슈퍼픽

셀의 평균 크기가 결정되고 평균 크기의 배수 로 슈퍼 

픽셀의 최대 크기를 조절한다. 그림 2와 그림 4(b)는 를 

8로 설정하여 슈퍼픽셀을 생성한 결과이다. 그림 5는 다

양한 값을 이용하여 300개의 슈퍼픽셀을 생성한 결과

를 보여준다.   값이 2인 경우에는 비교적 슈퍼픽셀의 

크기가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값이 커지면서 슈퍼픽

셀의 크기가 매우 다양한 형태가 되고 영상의 복잡도에 

따라 영역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응용

에 맞게 슈퍼픽셀의 최대 크기를 조절하면 영상의 경계

를 보다 잘 보존하는 형태의 슈퍼픽셀을 만들거나, 일정

한 모양으로 이루어진 슈퍼픽셀을 만들 수 있다.

(a)   = 2 (b)   = 4

(c)   = 6 (d)   = 10

Fig. 5 Superpixel images with various maximum sizes

보다 다양한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는 방법과 SLIC 
방법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영상처리 알고리즘 비교

에 많이 사용되는 버클리 데이터베이스의 영상을 이용

하였다 [14]. 구체적인 성능의 비교를 위해 비교한 영상

들 중 비행기, 독수리, 항구, 바위 영상에 대한 결과가 그

림 6에서 제시되어 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값을 6
으로 설정하여 슈퍼픽셀을 생성하였다. 첫 번째 행은 원

본 이미지이고,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은 각각 SLIC 방
법과 제안하는 방법으로 슈퍼픽셀을 생성한 결과를 보

여준다. 네 번째 행과 다섯 번째 행은 각각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의 영상에서 복잡한 요소가 포함된 영역을 확

대한 결과이다.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비교해 보면 

제안하는 방법은 영역의 복잡도에 따라 슈퍼픽셀의 크

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행과 다섯 번째 

행을 비교해 보면 제안하는 방법이 영상의 복잡한 영역

에 많은 슈퍼픽셀을 할당함으로써 SLIC 방법에 비해 영

역을 보다 정확하게 분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12: 1520-1527, Dec. 2019

1526

Image  
Number of superpixels
SLIC Proposed

Bee 300 280 300
Airplane 200 185 200

Eagle 300 270 300

Harbor 300 279 300
Rock 400 338 400

Table. 1 Comparison of the number of superpixels

마지막으로 목표 슈퍼픽셀 수  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목표치에 맞게 슈퍼픽셀이 생성되는지를 확

인하였다. 표 1은 다섯 개의 영상에 대해서 목표 슈퍼픽

셀 수와 실제로 생성된 슈퍼픽셀의 개수를 보여준다. 
SLIC 방법은 모든 픽셀에 대해서 완벽한 연결성을 보장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생성되는 슈퍼픽셀 수는 일반

적으로 목표한 개수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11]. 제
안하는 방법은 목표 슈퍼픽셀 수에 도달할 때까지 병합

을 계속하기 때문에 목표 슈퍼픽셀 수와 생성된 슈퍼픽

셀 수가 일치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과 응용에 따라 적절하게 슈퍼픽

셀의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슈퍼픽셀 생성 방법을 제안

하였다. 슈퍼픽셀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영상을 전처

리하는 단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로 생성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상의 내용을 반영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슈퍼픽셀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 Airplane (b) Eagle (c) Harbor (d) Rock
Fig. 6 Performance comparison with four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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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두 단계로 나누어 슈퍼픽셀을 생성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영상의 에지를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충분한 수로 슈퍼픽셀을 생성한다. 두 번째 단계

에서는 영상의 복잡도를 고려하여 슈퍼픽셀을 병합하

는데, 이때 최대 크기를 제한하여 슈퍼픽셀의 형태을 조

절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다양한 형태

의 슈퍼픽셀을 생성하는 것과 영상의 복잡도를 고려함

으로써 영상의 경계를 잘 분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SLIC 방법

을 개선한 형태이다. 하지만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첫 번

째 단계는 기존의 다른 방법들도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

서 추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기존 방법들

에 제안하는 방법들을 적용했을 때의 특성들을 비교분

석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파라미터 설정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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