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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워터쉐드 변환은 역 분할 속도가 빠르고, 유연하여 이미지 분할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러나 워터쉐드 변환은 지역  최소 을 이용하기 때문에 잡음에 민감하고 과분할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한, 기존 연구들은 그 이 스 일 이미지에 해서만 워터쉐드를 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  최소 에 민감한 워터쉐드 변환에 칼라 기울기 이미지와 모폴로지 기법을 

용하 다. 워터쉐드 변환 후의 분할된 역은 역 인  그래 로 구성하 고, 인  역에 하여 칼

라 색상 유사도와 텍스쳐 유사도를 이용하여 역 병합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할 경우 효과 인 이미지 분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이미지 분할은 이미지 로세싱에서 요한 분야

이며,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기술이다. 

   워터쉐드 변환은 역 기반 방법의 하나로서, 많

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워터쉐드 변환은 역 

분할 속도가 빠르고, 유연하며, 라미터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기울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워터쉐드 변환

은 지역  최소 을 이용하기 때문에 잡음에 민감하

고 과분할되는 단 을 가지고 있다[1-6].

   워터쉐드 변환을 통해 과분할된 역들은 역 

병합을 통해서 그 수를 일 수 있다. 역 인  그

래 (Region Adjacency Graph)를 이용하여 역간

의 계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래 의 각 노드들은 

역으로 구성되며, 에지는 역들간의 유사도를 의

1) 본 연구는 제 2단계 BK21사업에 의하여 지원 받았음

미한다. 구성된 그래 를 기반으로 인  역들간의 

병합을 수행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역 병합시 색상 유사도만을 

이용하 으며, 이 경우 텍스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한 단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색상과 텍스쳐 유사도를 이용하여 

역을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색상 유사도는 

L*a*b* 색상 공간에서 두 역간의 차이를 이용하

다. L
*
a
*
b
*
 색상 공간은 사람의 색상 지각 능력을 반

하여 역 분할에 효과 이다[7]. 역의 텍스쳐 

유사도는 역을 부드러운 역과 복잡한 역으로 

구분하여 생성한다. 가버 변환(Garbor 

Transformation)을 통하여 획득한 4가지 방향(수평, 

수직, +45°, -45°)에 한 크기값을 계산하여 각 

역을 부드러운 역과 복잡한 역으로 구분하 다

[8].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자연 상에 

용한 결과 과다 분할된 역들이 효과 으로 병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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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워터쉐드 변환 방법을 설명하고, 3장

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유사도 측정 함수에 

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역 이웃 그래 를 이용

한 역 병합 과정과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마지막

으로 5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해서 언 한다.

2. 워터쉐드를 이용한 역 분할

   본 논문에서 사용한 워터쉐드 알고리즘은 

Vincent and Soille[1]가 제안한 침수 모의실험을 기

반으로 하 다. 침수 모의실험은 가장 낮은 수면으

로부터 수면 높이를 차로 증가시키면서 지역  최

소 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수면이 계속 높아지면서 

서로 다른 담수지역에 하게 되며, 선의 경계 면

에 분수령 라인을 쌓아서 담수 지역을 구분한다.

   워터쉐드 알고리즘은 지역  최소 과 담수지역

을 통해 이웃하는 분수령의 경계면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잡음 혹은 복잡한 상의 경

우 지역  최소 이 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

다 분할되는 단 을 갖게 된다[1-6].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4단계를 거쳐서 워터쉐드 

변환을 수행한다. 먼 , RGB 색상 공간을 L*a*b* 색

상 공간으로 변환한다. L
*
a
*
b
*
 를 이용한 칼라 기울

기 이미지를 생성한다. 기울기 이미지에 모폴로지를 

용한다. 마지막으로 워터쉐드 변환을 수행한다.

   워터쉐드 변환을 용하기 에 RGB 색상 공간

을 L*a*b* 색상 공간으로 변환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그 이 스 일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 한 의

미의 칼라 이미지 분할은 아니다.

   L*a*b* 색상 공간은 사람이 색상을 지각하는 감

성  근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조색이나 색채의 

오차, 변환방향 등을 쉽게 얻을 수 있다[7].

   다음으로 워터쉐드 변환의 경계면으로 사용하기 

해서 칼라 기울기를 구한다. 기존의 워터쉐드 변

환 알고리즘은 그 이 스 일 이미지의 기울기 크기

를 이용하여 지역  최소 과 경계면을 추출하 지

만 본 논문에서는 L*a*b* 색상 공간에서 기울기 크

기를 계산함으로 원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

다.

  ∇ (1)

   g(․)와 ∇(․)는 가우시안 필터링과 기울기 크

기 연산을 의미한다. 가우시안 필터링은 잡음을 제

거하기 한 요소이다.

   지역  최소 을 이기 한  하나의 방법으

로 본 논문에서는 모폴로지(Morphology)를 이용하

다. 식 (2)와 같이 기울기 이미지에 해서 팽창과 

침식을 수행하여 나온 결과 이미지들간의 차를 구하

여 워터쉐드 변환의 경계면으로 사용하 다. 이 두 

상간의 차이는 약한 기울기는 제거하고 강한 기울

기는 더욱 강하게 만드는 장 을 가지고 있다.

  ⊕ ⊖ (2)

   ⊕와 ⊖는 모폴로지 팽창과 침식을 의미하며, 

B(x,y)는 디스크 형태의 구조 요소를 의미한다. 

L*a*b* 색상 공간의 명도 이미지에 모폴로지를 용

하 다.

   마지막으로 워터쉐드 변환을 용한다.

3. 유사도 함수

   인  역간의 유사도는 유사도 함수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의하여 역을 병합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유사도는 색상 유사도와 텍스쳐 

유사도이다. 

3.1 색상 유사도

   색상 유사도는 L*a*b* 공간에서 각 요소간의 차

이를 식 (3)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 다. 식 (3)은 

Haris[3]가 사용한 방법으로 그 이 상의 색상 값

을 이용한 것을 칼라 공간으로 확장하여 사용하

다.

   색상 유사도는 각 픽셀의 색상뿐만 아니라 역

의 크기에도 련이 있다. 색상 차이가 작으면서 

역의 큰 역들이 유사도가 높은 값을 갖게 된다.



  




  
  (3)

   Nf
1과 Nf

2는 f1 역과 f2 역의 픽셀 수를 의미

하며, μ(f1c), μ(f
2
c)는 f

1 역과 f2 역의 평균 색상

을 의미한다.

3.2 텍스쳐 유사도

   이미지의 각 역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텍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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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자연 상의 경우 다양한 종

류의 텍스쳐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색상 유사도만 

사용하게 되면, 효율 인 역 분할을 수행할 수 없

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워터쉐드 변환으로 분할된 각 

역의 텍스쳐 특성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역과 복잡

한 역으로 구분하 다. 부드러운 역은 텍스쳐 

특성의 변화가 작은 역을 의미하며, 복잡한 역

은 다양한 텍스쳐 특성이 공존하는 역을 의미한

다.

   텍스쳐 특성을 단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가버 변환을 사용하 다. 가버 변환은 가우시안 함

수에 의해 변조된 사인 함수로 정의되어 지며, 공간 

역에서 특정방향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 특성

을 이용하여 필터 뱅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주 수 역에서 특정 주 수 역을 통과하는 

필터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가

버 변환은 식 (4)와 같다.

 


×





 
 

 



  
(4)

   u0는 라디알 주 수(radial frequency)를 의미하

며, σx, σy는 x축과 y축에 한 가우시안 도우 폭

을 정의한다.

   가버 변환은 정수부와 허수부를 가지며, 가버 변

한이 용된 이미지의 크기 Ipq(x,y)는 원본 이미지 

I(x,y)에 가버 변환에 의해서 얻어진 gpq(x,y)에 이해

서 얻어진다.

   ∗  


  ∗  



(5)

   가버 변환의 용시 수평, 수직, +45°, -45°의 4

방향을 사용하 다. 일반 으로 6방향을 사용하지만 

Chen[]은 그녀의 실험에서 4방향을 용하여도 큰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 다.

   가버 변환을 통해서 각 픽셀의 4 방향에 한 크

기가 계산되고, 그 에서 최 값을 갖는 방향으로 

해당 픽셀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워터쉐드 변환을 통해서 분할된 각 역은 부드

러운 역과 복잡한 역으로 결정된다. 각 역내

의 각 픽셀들의 방향성을 히스토그램으로 계산하여 

한 방향에 한 크기가 월등히 크면, 부드러운 역

이 되고, 각 방향에 한 크기가 균등히 발생되면 

복잡한 역으로 별한다.

   텍스쳐 유사도는 식 (6)과 같이 두 인  역이 

같은 종류의 역인지를 비교하여 같으면 0, 다르면 

텍스쳐 상수 tij(0.25)를 부여한다.

 

      

  


    
  ≠ 

  
(6)

3.3 혼합 유사도 함수

   역 병합을 해서는 색상 유사도와 텍스쳐 유

사도를 혼합하여 식 (7)을 사용한다.

   
  

  (6)

4. 역 인  그래 를 이용한 역 병합

   이미지 역 분할은 2장에서 설명한 워터쉐드 변

환과 3장에서 설명한 유사도 함수를 이용하여 역 

병합을 수행한다. 워터쉐드 변환에 의해 분할된 

역들은 역 인  그래 (Region Adjacency Graph)

로 구성된다. 역 인  그래 와 유사도 함수를 이

용하여 역 병합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제안한 알고리즘의 흐름도

   역 이웃 그래 는 인 한 역간의 계를 이

용하여 그래  형태로 만든 구조이다. 그래 의 각 

노드는 각 역을 의미하며, 각 노드간의 에지는 각 

노드간의 유사도를 의미한다.

   역 병합은 유사도 함수의 값이 최소가 되는 

역들간에 병합이 발생되도록 하 으며,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용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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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 상 (b) 워터쉐드 변환 결과 (c) 결과 상

(그림 2) 제안한 알고리즘의 용 결과

  

   그림 (2)의 왼쪽 이미지는 원 상이고, 가운데 이

미지는 워터쉐드 용 결과이며, 오른쪽 이미지는 

역 병합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 상에 워터쉐드 변환을 용한 후의 역 수

는 각각 3,324, 3,339, 3,368개 이며, 역 병합 후의 

역 수는 12, 18, 15개 이다.

5. 결론

   워터쉐드 변환은 이미지 분할 분야에서 자주 사

용되는 알고리즘이지만, 잡음에 민감하고 과분할되

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워터쉐드 변환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칼라 기울기 이미지와 모폴로지를 사용하

고, 역 인  그래 를 구성하여 인  역들간의 

색상과 텍스쳐 유사도를 계산하여 역 병합을 수행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 을 경우 워

터쉐드 변환 후의 과분할 상을 최소의 역으로 

분할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 병

합의 과정은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함으로 향후 이

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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