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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포아송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 합성에 있어서 합성된 영상의 자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

율적인 동영상 혼합 블랜딩 기법을 제안한다. 영상 블랜딩 과정에서는 영상 합성의 목적에 따라 포아송 블랜딩과 알

파 브랜딩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혼합 블랜딩 방식은 포아송 블랜딩과 알파 블랜딩

의 장점들을 조합함으로써 합성 영상에서 이음매가 없고 또한 객체의 색상 왜곡이 감소되는 특징을 갖는다. 먼저 소

스 영상의 객체를 포아송 블랜딩 방법으로 합성한 후, 블랜딩 된 객체와 원래의 객체의 색차를 비교한다. 그리고 색차

값이 임계값 이상인 경우, 소스 영상의 객체에 대해 알파 블랜딩을 수행하고 이를 포아송 블랜딩 된 객체와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다. 모의실험과 분석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포아송 블랜딩과 알파 블랜딩에 비해 합성 영역의 자연

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요구되는 계산량도 비교적 적다는 것을 볼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vide an efficient hybrid video blending scheme to improve the naturalness of composite video in 
Poisson equation-based composite methods. In image blending process, various blending methods are used depending on 
the purpose of image composition. The hybrid blending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has the characteristics that there 
is no seam in the composite video and the color distortion of the object is reduced by properly utilizing the advantages 
of Poisson blending and alpha blending. First, after blending the source object by the Poisson blending method, the color 
difference between the blended object and the original object is compared. If the color difference is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threshold value, the object of source video is alpha blended and is added together with the Poisson blended 
object.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not only better naturalness than Poisson blending and alpha 
blending, but also requires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co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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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디지털 영상 편집, 인터랙티브 콘텐츠 저작, 증
강 현실 등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영상 

합성 기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영상 합성 기술은 

소스 영상(source image)에서 객체를 추출하는 영상분

할(image segmentation) 과정과 추출된 객체를 목표 영

상에 조합하는 영상 블랜딩(image blending) 과정으로 

구성된다. 동영상에 대한 영상 합성의 경우, 먼저 소스 

동영상의 첫 프레임에 대해 사용자가 컴퓨터 마우스 등

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객체 영역을 선정한다. 이어서 주

변 영역에 대해 영상분할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다 세

밀한 형태의 영상분할 마스크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하

여 객체를 추출하게 된다. 첫 번째 프레임이 아닌 나머

지 프레임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프레임에서 추출된 객

체에 대해 광류(optical flow) 등 움직임 추정 기술을 적

용하여 움직이는 객체를 추출한다. 영상 블랜딩 과정에

서는 먼저 목표 영상(target image)에 대해 소스 영상에

서 추출된 객체가 이동할 경로를 설정한다. 그리고 다양

한 영상 블랜딩 방법들 중 목적에 맞는 블랜딩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합성 영상(composite image)을 생성

한다.
영상 블랜딩 방법은 합성 영상에서 객체와 배경의 경

계에 나타나는 이음매(seam)의 발생 정도에 따라 구분

될 수 있다. 이음매 없는(seamless) 영상 블랜딩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포아송 방정식(Poisson equation)을 기반

으로 P. Perez 등이 제안한 포아송 블랜딩이다[1]. 이 방

식의 기본적인 개념은 인간 시각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

하여 그레디언트(gradient) 영역에서 블랜딩을 수행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합성 영상은 

객체와 배경이 자연스럽게 조합되는 특성이 있다[1, 2]. 
이음매가 있는(seamy) 영상 블랜딩 방식은 소스 영상의 

객체를 목표 영상에 바로 삽입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간

단한 형태의 블랜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알

파 블랜딩(alpha blending)에서는 영상 분할을 위한 이

진 마스크의 경계 영역에 대해 1에서 0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경계 영역에서의 이음매

를 감소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포아송 블랜딩과 알파 블랜딩의 장점

들을 갖는 새로운 동영상 혼합 브랜딩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합성 영상에서 객체와 배경의 이음매가 

없을 뿐 아니라 객체 내부의 색상 왜곡이 현저히 감소되

어 합성 영상의 자연성(naturalness)이 향상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합성 영상의 색상 왜곡을 감소하기 위한 

기존 기법들에 비해 알고리즘이 간단하며, 이로 인해 동

영상 합성을 위한 계산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장

점이 있다.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영상 합성 과정과 영상 블랜딩

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 기술하며, III장에서는 합성 

영상의 자연성 향상을 위한 혼합 블랜딩 방식을 제안한

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제안된 기법에 대한 모의실험 결

과 및 분석을 제시하며, V장의 결론으로 논문을 맺는다. 

Ⅱ. 영상 합성 과정 및 선행 연구

2.1. 일반적인 영상 합성 과정

영상 합성은 그림 1과 같이 소스 영상 에서 합성에 

사용될 객체를 추출하는 영상분할 과정과 추출된 객체

를 목표 영상 에 조합하여 합성 영상 를 형성하는 영

상 블랜딩 과정으로 구성된다.

Fig. 1 Image composition process

영상분할 과정에서는 먼저 소스 영상에 대해 사용자

가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하여 합성에 사용될 객체 영역

을 설정한다. 객체 영역 설정 시 2영역지도(bimap) 또는 

3영역지도(trimap)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2, 3]. 2영역지

도 방식은 소스 영상을 절대 배경 영역과 절대 전경 영

역으로 구분하여 영상분할 마스크를 생성한다. 그리고 

3영역지도 방식은 소스 영상을 절대 배경 영역, 절대 전

경 영역, 그리고 전경과 배경이 혼재된 불확실 영역으로 

구분한 후, 불확실 영역에 대해 graph-cut 등의 영상분할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영상분할 마스크를 구성한다. 영
상 블랜딩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목표 영상에 설정한 위

치에 영상 블랜딩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분할된 객

체를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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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알파 블랜딩

알파 블랜딩은 영상분할 마스크의 경계 영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상 합성을 실행한다. 알
파 블랜딩 기법은 소스 영상의 객체와 목표 영상의 합성 

경계 영역에서 이음매가 감소하며 계산량이 적다는 장

점이 있다. 그리고 경계 영역을 제외한 합성 영역 내에

서는 소스 영상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색상 및 텍스처가 

보존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예를 그림 2에 나타내었

다. 그림 2 (a)는 소스 영상에 대해 2영역지도를 설정한 

예이며, 그림 2 (b)는 목표 영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림 2 (c)는 소스 영상에서 추출한 객체를 알파 블랜딩을 

이용하여 조합한 합성 영상을 나타낸다[4]. 

(a) (b) (c)
Fig. 2 Image blending using alpha blending (a) source 
image and bimap drawing with red color (b) target 
image, in which the red circle indicates the location of 
image blending (c) composite image

2.3. 포아송 블랜딩

포아송 블랜딩은 소스 영상의 객체가 목표 영상의 배

경과 이음매 없이 자연스럽게 조합되는 합성 영상을 생

성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합성 영역의 내부와 그 경계를 

와 로 각각 표기할 때, 포아송 블랜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4-7]. 

∆ ∆  
     

(1)

식 (1)에서 라플라시안 연산자 ∆    
이다. 즉 합성 영역의 경계 화소값이 목표 영상의 화소

값과 서로 동일하다는 디리클레 경계 조건(Dirichlet 
boundary condition) 하에서, 합성 영역 내부에서는 합성 

영상과 소스 영상의 라플라시안 연산값이 서로 일치하

도록 영상 합성을 실행한다.
포아송 블랜딩을 이용한 영상 합성의 예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a)와 (b)는 각각 소스 영상과 목표 영상이

며, 그림 3 (c)는 소스 영상의 객체를 포아송 블랜딩한 

합성 영상을 나타낸다. 그림 3 (c)에서 소스 영상의 객체

가 이음매 없이 조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 (b) (c) 
Fig. 3 Image blending using Poisson blending 
(a) source image (b) target image (c) composite image

Ⅲ. 자연성 향상을 위한 혼합 블랜딩

3.1. 포아송 블랜딩에서의 색상 왜곡

포아송 블랜딩 방식에서는 소스 영상 객체의 색상이 

목표 영상의 색상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포

아송 블랜딩 과정에서 식 (1)의 디리클레 경계 조건으로 

인해 합성 영역의 경계에서 목표 영상의 화소값을 합성 

영상의 화소값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색상 왜곡의 종

류는 색 번짐(color bleeding) 현상과 색 오류(color artifact) 
현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색 번짐 현상은 목표 영상의 

경계 화소값이 합성된 객체 영역 전체로 번지는 형태의 

왜곡을 의미한다. 그리고 색 오류 현상은 합성 영역의 

경계 영역이 부분적으로 목표 영상 경계의 색상으로 얼

룩지게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림 4는 포아송 블랜

딩의 색상 왜곡 현상을 보여준다. 그림 4 (b)는 그림 3 (a)
의 객체를 그림 4 (a)의 목표 영상 하늘 영역(점선 원 A)
에 합성하였을 때 나타나는 색 번짐 현상을 보여준다. 
그림 4 (b)에서 볼 때 합성 객체의 전 영역에 대해 목표 

영상 경계의 푸른 색상이 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리고 그림 4 (c)는 그림 3 (a)의 객체를 목표 영상에서 백

사장과 숲의 인근 영역(점선 원 B)에 합성하였을 때 나

타나는 색 오류 현상을 나타낸다. 그림 4 (c)에서 볼 때 

합성된 객체는 인접한 목표 영상의 경계 색상에 의해 색 

오류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a) (b) (c) 
Fig. 4 Color distortion in Poisson blending 
(a) target image (b) color bleeding (c) color arti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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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색상 왜곡 감소를 위한 혼합 블랜딩

본 논문에서는 포아송 블랜딩에 의해 발생하는 색상 

왜곡 현상을 억제하여 합성 영상의 자연성을 향상시키

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합성 

영상에서 소스 영상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색상 및 텍스

처를 보존하는 알파 블랜딩의 특징과 소스 영상의 객체

와 목표 영상의 배경이 이음매 없이 조합되는 포아송 블

랜딩의 특징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안된 방식의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소스 영상 와 목표 영상 를 입력한 후, 소스 영상

에서 영상분할 마스크를 생성하여 객체 를 추출

한다.
②객체 와 목표 영상 를 이용하여 포아송 블랜딩

된 객체 을 계산한다.

③객체 와 의 RGB 색상에 대해, 식 (2)를 이용하

여 R, G, B 색 성분의 변화에 대한 사람의 색 민감도

를 고려한 색차 를 계산한다[8]. 

 
    

  



∈



 

    

(2)

식 (2)에서 는 색 성분  , , 또는 를 의미하며, 


와 

는 각각 와 의 색 성분을 나타낸다. 

그리고 은 합성 영역 에 포함된 화소 수를 의미한다.
④만일  ≥  이면, 객체 에 대해 알파 블랜

딩된 객체 를 계산한다. 그리고 목표 영상에 삽입

되어 합성 영상을 형성할 블랜딩된 화소값 

     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이면   를 적용한다.

Ⅳ. 모의실험 및 분석

4.1. 동영상 합성 모의실험

제안된 영상 합성 방법을 그림 5의 동영상들에 대해 

모의실험하였다. 그림 5 (a)-(c)는 소스 동영상으로 사용

되었으며, 그림 5 (d)-(f)는 목표 동영상으로 활용되었다.
모의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6 (a)와 같이 

소스 동영상의 첫 번째 프레임에서 2영역지도를 설정한 

후, grab-cu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림 6 (b)의 영상분

할 마스크를 생성한다. 그리고 목표영상에 대해 그림 6 
(c)와 같이 객체가 이동할 경로를 설정한 후, 영상 합성 

기법을 적용하여 합성 영상을 생성한다. Girl 동영상과 

beach 동영상을 이용한 동영상 합성 결과는 그림 7과 같

다. 그림 7 (a)와 (c)는 각각 포아송 블랜딩 및 알파 블랜

딩 방식을 이용하여 생성된 합성 영상이며, 그림 7 (e)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혼합 브랜딩 방식을 적용한 합성 영

상을 나타낸다. 그림 7 (a)를 부분 확대한 그림 7 (b)의 

포아송 블랜딩된 합성 영상에서 볼 때, 포아송 블랜딩은 

색 번짐 및 색 오류 현상으로 인하여 소스 영상의 객체 

전체에 대해 색상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7 (c)의 알파 블랜딩된 합성 영상을 부분 확

대한 그림 7 (d)의 영상에서 볼 때, 알파 블랜딩은 객체

의 색상이 잘 보존된다는 특성이 있으나, 객체의 색상이 

배경에 대비되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 인해 인위적

으로 영상이 합성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혼합 블랜딩 방식에 대해   , 
  를 적용한 결과인 그림 7 (e)와 (f)에서 볼 때, 기
존 방식들에 비해 보다 자연스러운 합성 영상을 생성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irplane과 sky에 대한 합성 영상

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a)와 (b)의 포아송 블랜딩 된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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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6 Image segmentation and path drawing (a) bimap 
drawing on 1st frame of girl (b) segmentation mask 
(magnified) (c) moving path drawing on 1st frame of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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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색상 번짐 현상으로 인해 객체 형태의 식별이 어

려움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물체는 

대기 광선의 난반사로 인하여 물체의 거리가 멀어질수

록 물체 색상의 채도와 명도가 낮게 보이는 공기 투시

(aerial perspective)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림 8 (c)
와 (d)의 알파 블랜딩 된 영상에서 볼 때, 객체인 비행기

가 카메라로부터 매우 먼 거리에 위치하도록 이동 경로

를 설정하였음에도 채도와 명도의 변화가 없어 자연성

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적

용한 그림 8 (e)와 (f)의 영상에서는 합성된 객체의 채도

와 명도가 적절히 낮아지고 또한 식별이 용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모의실험 동영상들의 0 ~ 49번째 프레임들에 대해 식 

(2)의 색차 를 계산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포아

송 블랜딩 방식은 모의실험 동영상 girl과 beach, 
snowboarder와 desert에 대해 약 300 전후의 색차를 나

타내었다. 그리고 airplane과 sky에 대한 색차는 250에

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유는 목표 

동영상 sky에 대해 객체의 움직임 경로를 영상의 좌측

에서 우측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경로는 프레임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객체 경계의 밝기(intensity)가 점진적으

로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모의실

험 동영상들에 대해 알파 블랜딩 방식의 색차는 0에 가

까운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된 혼합 

블랜딩 방식은 포아송 블랜딩 방식에 비해 색차가 현저

히 감소됨을 볼 수 있다. 

(a) (b)

(c) (d)

(e) (f)
Fig. 8 Performance comparison of blending methods 
for airplane and sky (a) Poisson blending (b) partially 
magnified image of (a) (c) alpha blending (d) partially 
magnified image of (c) (e) proposed hybrid blending (f) 
partially magnified image of (e) 

(a) (b)

(c) (d)

(e) (f)
Fig. 7 Performance comparison of blending methods 
for girl and beach (a) Poisson blending (b) partially 
magnified image of (a) (c) alpha blending (d) partially 
magnified image of (c) (e) proposed hybrid blending (f) 
partially magnified image of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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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선행 연구와의 비교 분석

포아송 블랜딩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계산량 감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색차를 감소

하기 위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색차 감소의 기본

적인 목적이 자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고 또한 사람

마다 느끼는 색상에 대한 자연성의 정도가 일정하지 않

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과 기존 방법을 정

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M. Afifi 등은 소스 영상의 객체 영역과 배경 영역에 

대해 각각 포아송 블랜딩을 실행한 후, 그 결과로 생성

된 2개의 합성 영상을 서로 단순 합성하는 방식을 제안

하였다[9, 10]. 이 방식은 배경 영역에 대한 포아송 블랜

딩으로 인하여 배경 영역의 색상이 왜곡될 수 있으며 계

산량이 매우 증가하는 단점을 가진다. M. Afifi 등이 제

안한 변형된 포아송 블랜딩 방법은 색상 왜곡 감소를 위

해 3단계의 과정을 가진다. 1단계에서는 소스 영상을 목

표 영상으로, 그리고 목표 영상을 소스 영상으로 각각 

사용하여 포아송 블랜딩을 수행한다. 2단계에서는 1단
계 과정의 합성 영상을 소스 영상으로, 그리고 1단계의 

소스 영상을 목표 영상으로 사용하여 2번째 포아송 블

랜딩을 실행한다. 3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에서 생성

된 합성 영상들을 알파 블랜딩하여 최종적인 합성 영상

을 생성한다. 이 방식은 합성 영상의 자연성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계산

량이 매우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의 연

구는 알고리즘이 기존 연구에 비해 단순하고 계산량이 

적은 반면 비교적 우수한 자연성을 가짐에 따라, 동영상 

합성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합성 영상에서의 색상 왜곡이 감소되

고 또한 이음매 발생이 없는 새로운 혼합 블랜딩 방식을 

제안하였다. 기존 영상 블랜딩 방식 중 포아송 블랜딩은 

객체와 배경 간 이음매가 없다는 장점은 있는 반면, 합
성 영역에서 색상 왜곡이 발생한다. 그리고 알파 블랜딩 

방식은 색상 왜곡 현상은 발생하지 않으나 합성 영역의 

경계에서 이음매가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식

은 포아송 블랜딩을 기반으로 영상 합성을 수행한 후, 
합성 영역의 색차가 임계값 이상인 경우 알파 블랜딩을 

혼용하여 합성 영상의 자연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영

상 블랜딩 과정의 계산량이 기존 방법들에 비해 매우 적

으므로 동영상 합성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Dong-eui University 
Grant.(201902290001)

REFERENCES

[ 1 ] P. Perez, M. Gangnet, and A. Blake, “Poisson Image 
Editing,” ACM Transaction on Graphics, vol. 22, no. 3, 
pp.313-318, Jul. 2003. 

[ 2 ] T. Chen, J. Y. Zhu, A. Shamir, and S.M. Hu, “Motion- 
Aware Gradient Domain Video Composition,” IEEE 
Transactions on Image Processing, vol. 22, no. 7, pp. 
2532-2544, Jul. 2013.

[ 3 ] G. Heo, H. Choi, and J. Kim, “Poisson Video Composition 

(b)

(c)
Fig. 9 Color difference comparison for blending methods 
(a) girl and breach (b) airplane and sky (c) snowboarder 
and desert



동영상 합성을 위한 혼합 블랜딩

237

Using Shape Match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22, no.4, 
pp.617-623, 2018.

[ 4 ] Richard J. Radke, Computer Vision for Visual Effe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5 ] K. F. Hussain, and R. M. Kamel, “Efficient Poisson Image 
Editing,” Electronic Letters on Computer Vision and Image 
Analysis, 14(2), pp. 45-57, 2015.

[ 6 ] M. Afifi, K. F. Hussain, H. M. Ibrahim, and N. M. Omar, 
“Video Face Replacement System Using a Modified Poisson 
Blending Technique,”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elligent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Systems, pp.1-5, 
2015. 

[ 7 ] I. S. Sevcenco, and P. Agathoklis, “Video Editing in 
Gradient Domain Using a Wavelet based 3-D Reconstruction 
Algorithm and an Iterative Poisson Solver,” IEEE Pacific 
Rim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Signal 
Processing, pp. 205-209, 2015.

[ 8 ] W.S. Mokrzycki, and M. Tatol, “Colour difference E - A 
survey,” Machine Graphics and Vision, vol.20, pp.383-411, 
Apr. 2011.

[ 9 ] M. Afifi, and K. F. Hussain, “MPB: A modified Poisson 
blewnding technique,” Computational Visual Media, vol.1, 
no.4, pp.331-341, Dec. 2015.

[10] X. Bai, J. Wang, D. Simons, and G. Sapiro, “Video Snapcut: 
Robust Video Object Cutout Using Localized Classifiers,”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vol. 28, no. 3, pp. 1-11, 
2009. 

김지홍(Jihong Kim)

1986년 2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1988년 2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1996년 8월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공학박사
2002년 3월 ~ 현재 동의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상통신, 3D입체영상처리, 영상합성 등

허경용(Gyeongyong Heo)

1994년 2월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1996년 2월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2009년 12월 University of Florida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2012년 3월 ~ 현재 동의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인공지능, 패턴인식, IoT시스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