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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차원 비디오를 3차원 스테레오 비디오로 변환할 때 기존 비디오에 삽입되어 있는 오버레이 텍스트(overlay text) 그래픽 영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 논문에서 제시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2차원 비디오를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만 있는

영상과 오버레이 그래픽 영역이 추출되어 홀(hole)이 있는 영상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계로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을 검색하고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 논문에서 논한다. 비디오 시퀀스(sequence)가 입력되

면 불필요한 연산 과정을 줄이기 위해 해리스 코너(Harris corner)로 얻어진 코너 밀도 맵을 이용하여 프레임 내 오버레이 텍스트의

존재 유무를 먼저 판단한다. 오버레이 텍스트가 있다면, 색(color) 정보와 움직임(motion) 정보를 결합하여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

역을 검색하고 추출한다.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장르의 방송용 비디오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여주고 분석했다.

Abstract

This paper has presented a few problems when the 2D video superimposed the overlay text was converted to the 3D stereoscopic 
video. To resolve the problems, it proposes the scenario which the original video is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the video only with 
overlay text graphic region and the other is the video with holes, and then processed respectively. And this paper focuses on research 
only to detect and extract the overlay text graphic region, which is a first step among the processes in the proposed scenario. To decide 
whether the overlay text is included or not within a frame, it is used the corner density map based on the Harris corner detector. 
Following that, the overlay text region is extracted using the hybrid method of color and motion information of the overlay text region. 
The experiment shows the results of the overlay text region detection and extraction process in a few genre video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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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유투브(YouTube), 유스트림(USTREAM)과 같은

웹 비디오 포털이 매우 인기가 높다. 이는 디지털과 멀티미

디어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방송용·영화용·교육용 등으

로 수없이 만들어진 비디오가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되고

소비된 결과이다. 영상 제작자나 공급자들은 이 넘쳐나는

비디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필요성

을 절감하고 있으며, 방송용에서는 비디오 내용을 설명하

기 위해 부가된 오버레이 텍스트(overlay text)를 주로 사용

하고 있다.
비디오에 나타나는 텍스트는 크게 두 가지로 장면 텍스

트(scene text)와 오버레이 텍스트로 분류할 수 있다. 장면

텍스트는 광고판(advertising boards), 현수막(banners) 등
과 같이 장면의 한 부분으로써 촬영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

난다. 반면에, 오버레이 텍스트는 인위적 텍스트(artificial 
text) 또는 캡션(caption)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편집할 때

촬영된 원본 영상에 그래픽 형태로 부가된다. 뉴스에서의

아나운서 이름·사건 내용 등, 스포츠 중계에서의 팀 명·
선수 명·점수 등이 오버레이 텍스트의 예이다. 이처럼 오

버레이 텍스트는 비디오의 내용을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며 중요한 의미적인(semantic) 특징을 가지며 이

를 통해 시청자가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다. 비디오에서 오버레이 텍스트를 검색(detection)하고 
추출(extraction)하면, 내용 기반의 비디오 색인(content- 
based video indexing)과 검색(retrieval)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1][2].
그러나 비디오에 삽입된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디오 품질 향상(video quality en-
hancement)이나 재사용(reuse) 등과 같은 응용 분야이다. 
이들 응용 분야는 원본 영상의 복원(restoration)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특히, 3차원 영상이 주목을 받으면

서 2D-3D 변환(conversion)에서도 부가된 오버레이 텍스트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3차원 비디오에서 오버레이 텍스트는 적절한 장면 깊이

(depth) 위치를 알아야하지만 시청할 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3]. 기존의 방송사가 보유하고 있는 2차원 영상들은

대부분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다. 이를 3차원 스테레오 비디

오로 변환할 때 부가된 오버레이 텍스트의 적절한 깊이를

조절할 수 없다. 그 결과 텍스트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고스트와 같은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또, 다른 객체와의

상대적인 깊이가 잘못 만들어져 앞뒤 순서가 바뀌기도 하

고, 다른 객체와 겹쳐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변환에

의해서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의 입체감이 사실적으로 느껴

지지 않고, 마치카드로 오려낸것처럼 도드라져 보이는카

드보드 효과(card-board effect)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원된 원본 영상과 오버

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상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2D-3D 
변환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제안하

는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계로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

역을 검색하고 추출하여,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 비

디오와 그래픽 영역이 제거되고 홀이 존재하는 분리 비디

오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만 논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서 비디오 시퀀스(sequence)의모든프레임에 대한 검출 과

정을 수행하지 않도록 해리스 코너를 이용하여 오버레이

텍스트 유무를 판단한다. 그다음 오버레이 텍스트가 존재

하는 프레임만 색(color) 정보와 움직임(motion) 정보를 결

합해서 오버레이 텍스트의 전체 그래픽 영역을 효율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논문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오버레이 텍

스트 검출과 관련된 기존 연구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

고,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시

한다. 3장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나리오를 상세히 설명

하고,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을 검출하는 두 가지 단

계에 대해서 논한다. 4장은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 장르

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분석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한다.

Ⅱ. 기존 연구
 
비디오에 삽입된 오버레이 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모든 비디오 프레임마다 오버레이 텍스트

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삽입된 오버레이 텍스트는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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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내 어느 위치에나 존재하고, 수 프레임 이상 동안 지

속된다. 셋째, 오버레이 텍스트의 크기(size), 모양(font), 
색(color), 개수 등이 매우 다양하다. 넷째, 비디오에 삽입된

오버레이 텍스트의 배경은 대부분 복잡하다.
이런특징으로 인해 비디오에서 오버레이 텍스트의 검출

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전하

고 제작되는 양이 증가하면서 비디오 검색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 이에 오버레이 텍스트 추출에 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지속되어왔다. 전형적인 오버레이 텍스트 검색및추

출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텍스트 검색(text detection), 텍
스트 위치추정(text localization), 텍스트 추출(text ex-
traction)과 광학문자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4].

그림 1. 일반적인 오버레이 텍스트 검출 시스템 구조[4]

Fig. 1. Structure of the typical overlay text extraction system [4] 

첫째, 텍스트 검색은 비디오 프레임 내에 오버레이 텍스

트 정보(information)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부분이

다. 비디오 시퀀스에서 모든프레임 내에 오버레이 텍스트

가 삽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프레임마다 오버레이 텍스트

를 검출하고 인식시키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가 된다. 따라

서 먼저 프레임 내에서 오버레이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지 판단할 필요가 있고, 오버레이 텍스트 검색 단계에서 이

과정을 수행한다.
Kim[5]

은 장면 전환 검색(scene-change detection)을 사용

하여 오버레이 텍스트가 있는 프레임 후보를 찾아내는 방

법을 제안했다. Gargi[6]
는 MPEG 비디오에서 P와 B 프레임

이 오버레이 텍스트가 나타나면증가할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Zhong Ji[7]
은 전체 비디오 프레임을 작은윈도우

(window) 사용해 스캔(scan)한 뒤, 오버레이 텍스트의 여러

가지 특징을 결합시켜오버레이 텍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프레임을 추출했다. Michael A. Smith[8]
는 두개의 연

속된 프레임의 차이(difference)에 기반한 장면 변화(scene 
change)을 검색하고, 장면 스위치(scene switch) 정보에 의

해서 오버레이 텍스트가 부가된 프레임을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했다.
둘째, 텍스트 위치추정은 프레임 내의 실제적인 텍스트

가 삽입되어 있는 위치를 알아내고 그 영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프레임 내에서 오버레이 텍스트의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은 영역에 기반한 접근법(region based ap-
proaches), 텍스처에 기반한 접근법(texture based aproach-
es), 특성에 기반한 접근법(feature based approaches)으로

나눌 수 있다
[4].

영역에 기반한 접근법에는 Liu[9]
에서처럼 선 특징(line 

features)을 이용한 방법, Shivakumura[10]
와 Cai Bo[11] 등의

에지 특징(edge features)을 사용한 방법이 있다. 텍스처에

기반한 접근법은 배경과 텍스트 간 텍스처의 차이를 고려

한것인데, 영역에 기반한 접근법보다더강건한 방법이다. 
그러나동일한 시간에 비해 비용이좀더크다. 이 텍스처에

기반한 방법들은 주로 가우스 필터, 가보 필터, 웨이블릿

변환 등을 사용하고 있다
[12-15]. 텍스트에는항상 많은 에지

정보가 있다. 특성에 기반한 접근법은 먼저 전체 이미지에

서 에지를 발견한 뒤, 스무딩필터링(smoothing filtering)이
나 모폴로지 팽창(morphological dilation) 방법에 의해서

조각난 특성들을 서로 연결한다
[10][11].

셋째, 텍스트 추출의 목적은 다음 단계인 광학문자인식

(OCR)을 위해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2진화 시킨다. 기존의

광학문자인식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2진화된 텍스트 영

상을 입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광학문자인식 처리 단

계 전에 텍스트 이미지를 정제(refinement)시키고 2진화 과

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Wang[16]

은 기울기(gradient)를 사용해서 텍스트의 에지

를 찾은 뒤 텍스트 위치 맵(text location map)을 생성했다. 
Shivakumara[17]

는 그레이스케일에 기반한 세그먼테이션

(segmentation) 스키마(schema)를 제안했다. L. N. Sun[18]
은

Otsu 방법과 영역채우기에 기반한 텍스트의 2진 처리 방법

을 사용했다. SY. Liu[19]
은 HSV 공간에서칼라클러스터링

(color clustering)에 의해서 복잡한칼라 영상에서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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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했다. Kim[1]
은 삽입된 오버레이 자막과 그 주변에 전

환 색(transient colors)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천이

지도(transition map)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광학문자인식은 비디오 검색과 같은 다양

한 응용에 사용하기 위해 텍스트를 인식하고 의미를 해

석하는 과정이다
[4]. 이 일반적인 오버레이 텍스트 검색

및 추출 시스템은 주로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을 찾은 뒤, 
텍스트를 추출해서 문자를 인식시키데 초점이 맞춰져 있

다. 비디오 색인이나 검색과 같은 응용에서는 아주 유용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검색 분야와는달리, 비디오 품질 향상이나 재

사용 등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는 이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

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비디오에 움직임이 있는

객체 위에 정지된 오버레이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다면, 움
직임 추정 알고리즘(motion estimation algorithm)에서 부정

확하고 불연속적인 움직임 벡터(motion vector)를 만들 수

있다. 이 잘못된 움직임 벡터는 필립스의 내추럴 모션

(Natural Motion)과 같은 움직임 기반 순차주사 알고리즘

(motion-based de-interlacing algorithms) 성능을 떨어뜨린

다
[20].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삽입된 오버레이

텍스트를 검출하여 원본 영상을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이미 방송된 영상에서 오버레이 텍스트가 있는 비디

오를 다른 프로그램 제작에 재사용할 경우도 많다. 방송된

영상을 다시 사용할 때, 기존의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을흐

리게 만들거나 그 위에 다른 오버레이 텍스트로덮어쓴다. 
그 결과 영상이 깨끗하지 않아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불쾌

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오버레이 텍스트를 분리하고

원본 영상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논문의 초점이 되는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

역이 삽입된 기존 2차원 비디오의 3차원 스테레오 비디오

변환에도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스트와 카드 보드 효

과와 같은 몇 가지 문제로 원본 영상의 복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본 영상 복원이 필요한 응용 분야에서는 전형

적인 오버레이 텍스트 검색및추출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

렵다. 특히,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

픽 영역은 비디오에 텍스트만 삽입하는 경우보다는 텍스트

가 좀 더 눈에 잘 보이도록 사각형이나 원 등의 도형 객체

(objects)를 바탕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텍스트를 삽입하는

경우가훨씬더많다. 바로 이러한 점이 비디오 품질 향상과

원본 영상 복원과 같은 응용, 특히 이 논문에서 논하고 있는

2차원 비디오의 3차원 스테레오 비디오 변환과 같은 응용

에서는 제대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디오에 삽입된 오버레이 텍

스트의모든그래픽 영역을 검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색 정보와 움직임 정보를 결합해서 오버레이

텍스트의 전체 그래픽 영역, 즉오버레이 텍스트배경 박스

(background box) 영역을 효율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서 논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프레임 내 오버레이 텍

스트 유무 판단 과정과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 검출

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2장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디오에 삽입된 오버

레이 텍스트의 특징 중 하나가 모든 비디오 프레임마다 오

버레이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디오 시퀀스의모든프레임에

대한 연산이 불필요하다. 이에 오버레이 텍스트의 존재 유

무를 판단하기 위해 해리스 코너 검출기(Harris corner de-
tector)를 이용하여 구해진 코너 밀도(corner density)로 오

버레이 텍스트를 추출 하는 방법
[21]

을 사용했다. 오버레이

텍스트는 크기·모양·색·언어 종류 등이 매우 다양하지만, 
텍스트가 위치하는 영역에는 에지들의 교차점들이 밀집하

여 나타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해리스 코너 검출기를

이용하여 오버레이 텍스트를 검출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바

탕으로 다양한 특성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텍스트의 유무

판단이 가능하다.
한편, 오늘날 대부분의 비디오에는 한개 이상의 오버레

이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색 정

보와 움직임 정보를 결합해서 오버레이 텍스트를 검출
[22]
하

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방법은 비디오 시퀀스의샷이 계속

변하는 동안 오버레이 텍스트는 수 프레임 동안 지속되는

데, 오버레이 텍스트가 프레임마다 색 상관성(color correla-
tion)이 높고 움직임활동성(motion activity)이 작다는 가정

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오버레이 텍스트의 특성을 이용하

면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의 모양·색·수 등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도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을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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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버레이 텍스트가 삽입된 2차원 비디오의 3차원 스테레오 비디오로의 변환 시나리오
Fig. 2. Superimposed 2D video-to-3D stereo video conversion scenario

검출할 수 있다. 이어지는 3장에서 두 과정의 방법에 대해

서 자세히 설명된다.

Ⅲ.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 검출 방법

1. 비디오 품질 향상을 위한 2D-3D 변환 시나리오

3차원 영상 시대의 초기에는 콘텐츠의 부족으로 기존

의 방대한 2차원 비디오를 3차원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존의 2차원 영상을 3차원으로 재제작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여 2차원 비디오의 3차원 스테

레오 비디오 변환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서 그동안 많이 연구되어 왔고, 심지어 일부 텔레비전 제

조사에서는 이미 2D-3D 영상 변환 기능을 탑재하여 판매

하고 있다
[23][24].

그러나 기존의 상용화된 제품들은 오버레이 텍스트가 삽

입되어 있는 2차원 비디오를 3차원 스테레오 비디오로 변

환할 때 이 오버레이 텍스트의 적절한 깊이를 조절할 수

없다. 그 결과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고스트나카드보드효

과와 같은 현상을 초래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2D-3D 변환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먼저 오버레이 텍스트가 삽입된 기존의 2차원 비디오 시

퀀스에서 텍스트 특성에 기반 한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을 검색및추출한다. 그 결과 텍스트 영역만 있는 오버

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상과 그래픽 영역이 제거되어 홀

(hole)이 존재하는 분리 영상이 만들어진다.
홀이 존재하는 분리 영상은키프레임(key frame)에 기반

한 복원 알고리듬(in-painting algorithm)을 적용시켜원본 영

상으로 복원한다. 원본으로 복원된 영상은 다음 단계로 깊이

(depth) 기반의 3차원 스테레오 영상으로 변환시킨다. 한편, 
오버레이텍스트그래픽 영상은 3차원 영상에 적합한 형태로

정제(refinement)시킨다. 최종적으로 원본 복원 후 3차원으

로 변환된 분리 영상에 오버레이 텍스트 영상을 적절한 깊이

에 따라 삽입하여, 완성된 3차원 변환 영상을 만든다.
이 논문에서는 제안한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계로 오버

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을 검출하여 오버레이 텍스트 그

래픽 영상과 홀이 존재하는 분리 영상을 생성하는것에 목

적을 둔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기

위한 오버레이 텍스트 유무 판단 과정과 색과 움직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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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 한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 검출 과정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 사용된 방법을 이어지는 절

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2.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 검출

비디오에서 사용되는 오버레이 텍스트는 오직 텍스트만

을 사용하는 경우와 텍스트를 좀 더 잘 보이도록 바탕이

되는 사각형, 원 등의 도형 객체 배경 박스 위에 텍스트가

있는 경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 오늘날 방송 영

상에서는후자가훨씬사용빈도가 높다. 이에 이 논문에서

는 광학문자인식 목적이 아닌 오버레이 텍스트 배경 박스

영역 검색및추출에 초점을맞추고, 그림 3과 같이 프레임

내 오버레이 텍스트 유무 판단 과정과 오버레이 텍스트 그

래픽 영역 검출의 두 가지 단계 처리 과정을 제안한다. 

그림 3.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 검출 과정
Fig. 3. Process of overlay text graphic region detection and ex-
traction

먼저 오버레이 텍스트 유무 판단(overlay text frame deci-
sion) 단계는 검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다. 모든비디오 프레임에 오버레이 텍스트가 존재하

지 않는데, 프레임마다 두 번째 단계의 검출 과정을 수행하

면 시간적인낭비가 된다. 그러므로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디오 시퀀스의모든프레임에 대한 연산을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오버레이 텍스트의 존재 유무를 판단

하기 위해 해리스 코너 검출기에 바탕을둔코너 밀도를 이

용하는 오버레이 텍스트 추출 방법
[21]

을 사용했다. 텍스트가

위치하는 영역에는 에지들의 교차점들이 밀집하여 나타난

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해리스 코너 검출기를 이용하여

오버레이 텍스트의 다양한 특성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텍

스트의 유무 판단이 가능하다.
다음 단계인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 검출(overlay text re-

gion extraction)에서는 비디오에 삽입된 그래픽 영역을 효

율적으로 추출한다. 그 결과 이 논문의 목적인 오버레이 텍

스트 그래픽 영역 영상과 그래픽이 제거된 후홀이 존재하

는 분리 영상을 생성하게 된다. 비디오에 삽입된 다수의 오

버레이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색 정보와 움직임 정보

를 결합해서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의 모양·색·수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오버레이 텍스트를 검출
[22]

하는 방법을 이

용했다. 이 방법은 오버레이 텍스트가 프레임마다 색 상관

성이 높고 움직임 활동성이 작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이
어지는 절에서 여기서 제안한 두 과정의 방법에 대해서 상

세히 설명된다.

2.1. 오버레이 텍스트 유무 판단
비디오 시퀀스의모든프레임에 오버레이 텍스트가 삽입

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 프레임마다 오버레이 텍스트를 검

색하고 추출하는것은 시간적인 낭비가 된다. 따라서 연속

된 2차원 비디오 시퀀스에서 먼저 입력 프레임마다 오버레

이 텍스트의 존재 유무를 판단해 불필요한 연산 과정을 줄

여줌으로서 처리속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특징 점 추출에널리쓰이는 해리스 코너 검출기

를 이용한 코너 밀도를 사용한다. 영상 내에서 텍스트 영역

이외에도많은 부분에 에지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코너

는 각이 진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텍스트 영역에 집중

적으로많이 분포하므로, 영상 내에 존재하는 코너의 밀도

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오버레이 텍스트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21].

먼저 잘못된 코너 추출을 줄이기 위해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다. 이 영상을 해리스 코너 검출기에 입력시켜 해리

스 코너 응답(corner response) 값을 구한다. 코너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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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 블록 가중치를 이용하여 추출한 자막 후보 결과 프레임 (a) 원본 영상 (b) 코너 맵 영상 (c) 코너 밀도 영상
    Fig. 4. Overlay text candidate result frame using block weight (a) original image (b) HCM image (c) CDM image

나타내는 이 값에 따라 코너 맵(corner map)을 생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너 맵을 바탕으로 코너 밀도를 구한 뒤, 
오버레이 텍스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존재 여부를 결정

한다
[21].

비디오 프레임 내에서 코너의 정도는식 (1)과 (2)로 결정

된다. 여기서 xi, yi는 코너 추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가우시안 윈도우 W 내부의 점들을 나타내며, Ix(․,․), Iy

(․,․)는 각각 x, y 방향에 대한 기울기를 나타낸다
[21].

2

2

( ( , )) ( , ) ( , )
( , ) (1)

( , ) ( , ) ( ( , ))

x i i x i i y i i
W W

x i i y i i y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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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x y I x y I x y

é ù
ê ú= ê ú
ê úë 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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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 å

(1)

[ ]2( , ) det( ( , )) ( ( , )) (2)O x y C x y k trace C x y= - (2)

다음으로 각 픽셀에 대하여 코너의 정도를 나타내는 식

(2)의 결과를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2진화한 코너 맵

HCM(Harris Corner Map)을 생성한다. 여기서 k=0.04를
사용하였다[21]. 

1 ( , ) 0
( , ) (3)

0
if O x y

HCM x y
otherwise

>ì
= í
î

(3)

최종적으로 오버레이 텍스트의 존재여부를판단하여오버

레이텍스트프레임후보군으로결정하기위해, 식 (3)에서구

한 HCM에블록가중치(block weight)를 이용하여식 (4)와
같이 코너 밀도를 구하고, 문턱값을 적용시켜식 (5)와 같은

코너 밀도 맵 CDM(Corner Density Map)을 생성한다.

( , )
( , )

_ (4)
_

x y B
HCM x y

corner density
Block size
Î=
å

(4)

1 (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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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f corner density Threshold

CDM x y
otherwise

>ì
= í
î

(5)

블록의 크기는 주로 사용되는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10픽셀×10픽셀이고,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5픽셀씩 이동

하여 스캔하도록한다. 식 (4)의 결과로 블록안의 코너 비

중이 블록 크기의 30% 이상 일 때 텍스트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B는 현재블록을 말한다
[21]. 그림 4는 뉴

스 프로그램 영상에 대해서 코너 맵과 코너 밀도 결과를

잘 보여준다.
코너 밀도 맵 결과에따라서,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이 없

으면 키 프레임 버퍼(key frame buffer)에 임시 저장한다. 
이 저장된 영상은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이 추출된

뒤 홀이 생긴 분리 영상의 복원 기준으로 사용된다. 만약
텍스트 영역이 있으면, 다음 절의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을 검색하고 추출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2.2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 검출
비디오 시퀀스의 한 프레임 내에는 여러 개의 오버레이

텍스트가 존재할 수 있다. 기존의 오버레이 텍스트를 검출

하는 방법들은 하나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
러개의 오버레이 텍스트를동시에 검출하기에는 부적합하

다. 이 논문은 다수의 오버레이 텍스트를 검출하기 위해서, 
그림 5에서처럼 색과 움직임 정보를 함께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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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 검출 과정
Fig. 5. Process of overlay text region extraction

비디오 시퀀스의 샷이 계속 변하는 동안 오버레이 텍스

트는 수 프레임동안 지속된다. 프레임 간의 오버레이 텍스

트 영역은 높은 색 연관성과 낮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GoF(Group of Frames)
라는 초기 학습 프레임(initial training frame)으로부터 색

기반 국부 변화율(color-based local dynamic)과 시간적 움

직임 연속성(temporal motion consistency)을 결합하여 오

버레이 텍스트 영역을 찾아낸다
[22].

먼저, 두개의 연속된 프레임 사이에서 서로 대응하는 픽

셀 사이에 HSI 색 거리(color distance) DCi를 식 (6)처럼

계산한다.

2 2
intensity chroma( ( )) ( ( )) (6)iDC d i d i= + (6)

여기서 , ,k k k
i i iH S I 는 k 프레임의 픽셀 i의 색상(hue), 채도

(saturation), 밝기(intensity) 성분이고, 그리고

             
1( ) k k

intensity i id i I I += -

                     
( ) ( ) ( )( ) ( )2 21 1( ) 2 cosk k k k

chroma i i i i id i S S S S q+ += + -

1

180
360

k k
i i i

i i
i

i

H H

if
else

q

+W = -

ì W W £
= í

-Wî

o

 

이다
[22].

다음으로 표준 블록 기반 움직임 추정(standard block 
based motion estimation)을 사용하여 각프레임의 모든 픽

셀에 대해서 움직임 활동성(motion activity) MAi는 식 (7)
을 이용해서 구한다

[22].

1 max

( )
(7)

( )

bN

i
i b

i
MA

N i=

=å
dv
dv

(7)

여기서 dv(i)는 픽셀 i가 중심이 되는 매크로 블록(macro 
block)에서의 움직임 변위(motion displacement) 벡터이고, 
dvmax(i)는 움직임 변위벡터중최대 크기이다. Nb는 매크로

블록의 픽셀 수다
[22].

이와 같이 구해진 색 거리 DCi와 움직임 활동성 MAi에

문턱 값을 적용하여 프레임 내 픽셀을 분류한다. 이 문턱

값은 연속된 프레임 GoF에서 색 거리를 모두 더한 누적

색 차이 히스토그램(accumulated color distance histogram) 
hist(DC)와 누적 움직임 활동성 히스토그램(accumulated 
motion activity histogram) hist(MA)로부터구할 수 있다

[22]. 
이 두 문턱값을각각적용한 영상으로부터오버레이 텍스

트 그래픽 후보 영역이 생성된다.
그러나 오버레이 텍스트 배경 박스 영역에 투명 효과

(transparency effect)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후보 영역이

연속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림 6에서처럼모폴로지

(morphology)를 적용시켜 연속적인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

픽 영역 후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22]. 끝으로 최종적으로

이 후보 영역을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의 크기 등과 같은

   

(a) (b)

그림 6. (a)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 후보 결과 영상 (b) 모폴로지 결과 영상
Fig. 6.  (a) Overlay text region candidate result image (b) Morphology 
resul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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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re Overlay Graphic 
Ground Truth (ea)

Detected Overlay 
Graphic (ea)

Extracted Overlay 
Graphic (pixel rate)

Threshold Value
DCi

Threshold Value
MAi

Test 1 Sports 2 2 0.846 19 3

Test 2 Sports 2 2 0.928 38 18

Test 3 News 4 3 0.724 18 18

Test 4 Entertainment 3 2 0.627 25 10

Test 5 Culture 3 1 0.160 11 2

표 1.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 검출 실험 결과
Table 1. The experimental results of overlay text graphic region extraction

특징을 적용하여 정제시키면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상

을 분리해 낼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기존의 방법들은 광학문자인식을 위해서 비디오 내의 오

버레이 텍스트 검출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고, 비교 실험을 통해서 제안된 방법

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와달리 본 논

문은 비디오 품질 향상 응용에 목적을 두고, 오버레이 텍스

트 그래픽 전 영역을 프레임 내에서 분리한다. 기존의 검색

및 인식을 위한 방법들과 접근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장르의 비디오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오버레이 텍스트 그

래픽 영역의 마스크 결과를 여기서 보여주고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실험용 비디오는 이미 방송된 영상

을 이용했고, 스포츠·뉴스·다큐·예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

장르에서 수집했다. 비디오의 길이는 1분 정도이고, 한 프

레임 내에 포함된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의 수는 2~4개
정도이다.
실험에서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 마스크를 얻기

위한 초기 학습 프레임 GoF는 5 프레임으로 정하였고, 색
거리 DCi 및움직임 활동성 MAi의 문턱값은 실험 영상의

마스크가 가장 잘 나오는값으로 실험에 의해서각각찾아

냈다. 본 논문은 실시간 작업이 아니라후반 작업(post pro-
duction)에 초점이맞추어져 있으므로최적의 문턱값을 비

디오에따라 실험에 의해서찾아낸것이다. 이 문턱값보다

작은 부분이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후보가 된다. 방
송에 사용된 오버레이 텍스트에는 대부분 투명 효과를 사

용하고 있으므로, 후보 영상에 모폴로지를 수행하여 오버

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후보마스크 영상을 얻었고, 최종
적으로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이 100픽셀×100픽셀
보다 커다는 크기 특징을 이용하여 정제시킨 마스크 영상

을 추출했다.
표 1은 실험에서 사용된 비디오의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

픽 영역을 검출한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 1과 2는 스포츠, 
실험 3은 뉴스, 실험 4는 예능, 실험 5는 교양영상이다. 그
림 7~9는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검출 과정에서 얻어진

단계별결과 영상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오버레이 텍스트

가 배경이 되는 객체가 있거나 없는 경우에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배경 객체의 투명도에따라

서도 결과 차이가 많았다.
표 1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실험 1과 2의 경우처럼 오버

레이 텍스트에 배경 객체가 있는 경우는 전부 다 찾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실험 3~5에는찾아진 오버레이 그래픽의

수가 1~2개적었다. 이는 배경이 되는 객체가 없는 오버레

이 텍스트는 찾아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표 1의 5번째열추출된 오버레이 그래픽 픽셀율은 실제

영상에서 차지하는 그래픽 픽셀과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

법으로 검출한 영상에서의 그래픽 픽셀과의 비이다. 이 값
은배경 객체의 투명도에따라 결과가 차이남을 보여준다. 
실험 1과 2는 투명도가거의 없는 객체 위에 텍스트가 있는

경우이므로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이 대부분 추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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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7. 결과 영상 (a) 야구 비디오 시퀀스 (b) hist(DC)에 문턱 값을 적용한 결과 영상 (c) hist(MA)에 문턱 값을 적용한 결과 영상 (d) 모폴로지 연산을
수행한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 후보 마스크 영상 (e) 검출된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상
Fig. 7. Result image (a) baseball video sequence (b) result image applied hist(DC) threshold value (c) result image applied hist(MA) threshold 
value (d) overlay text region candidated mask image by morphology processing (e) overlay text graphic image

(a)

(b) (c) (d) (e)

그림 8. 결과영상 (a) 뉴스비디오시퀀스 (b) hist(DC)에문턱값을적용한결과 영상 (c) hist(MA)에 문턱값을 적용한결과영상 (d) 모폴로지 연산을수행한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 후보 마스크 영상 (e) 검출된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상
Fig. 8. Result image (a) news video sequence (b) result image applied hist(DC) threshold value (c) result image applied hist(MA) threshold value 
(d) overlay text region candidated mask image by morphology processing (e) overlay text graphic image

수 있었다. 이와달리 실험 3~5는배경 객체에 투명도가 높

아서 영역 추출 결과가좋지 않았다. 특히 실험 5의 경우는

배경 객체의 투명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배경 객체 부분

에 텍스트가 없는 영역이 많아서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의 추출 결과가 현저히 떨어짐을 보여주었다.
표 1에서 6과 7번째열의 색거리 DCi 및움직임활동성

MAi의 문턱 값은 각 실험마다 최적의 값을 인위적으로 찾

아낸결과이다. 이 논문은 실시간 작업이 아니라후반 작업

에 적합하도록 제안했기 때문에 이 문턱 값들을 실험에서

가장 좋은 값을 찾아내었다. 실험 3을 제외하고는 색 거리

DCi 가 움직임활동성 MAi 보다더높은값을 가진다. 오버

레이 텍스트 검출에 색거리 DCi가더큰영향력을 발휘했

음을 보여주었다. 실험 3은 뉴스 영상으로서 장면 변화 주

기가 다른 영상에 비해서짧기 때문에 두 문턱값이동일하

게 나타났다.
그림 7~9는 실험에 사용된 영상에서 오버레이 텍스트 그

래픽 영역이 검출된 단계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오버레이 텍스트를 잘 보이는 효과를

위한 배경 객체가 있는 경우, 배경 객체의 투명도가 낮은

경우에좋은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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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9. 결과 영상 (a) 예능 비디오 시퀀스 (b) hist(DC)에 문턱 값을 적용한 결과 영상 (c) hist(MA)에 문턱 값을 적용한 결과 영상 (d) 모폴로지 연산을
수행한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 후보 마스크 영상 (e) 검출된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상
Fig. 9. Result image (a) entertainment video sequence (b) result image applied hist(DC) threshold value (c) result image applied hist(MA) 
threshold value (d) overlay text region candidated mask image by morphology processing (e) overlay text graphic image

경우에서처럼 텍스트를 위한 영역이 아닌 다른 용도의 그

래픽 영역도 추출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용도의 오버레이

그래픽은 장애인 수화 방송을 위한 경우나 뉴스나 다큐등

에서 인터뷰자의 얼굴을 보여주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사

용되는데, 배경 화면에 작은 화면을 삽입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이 부가된 2차

원 비디오를 3차원 스테레오 비디오로 변환할 때, 이 논문

에서 제안한 시나리오에 따라 처리하면 모든 그래픽 영역

을 원본배경 영상과 분리할 수 있다. 그 결과배경과 오버

레이 텍스트 그래픽의 상대적인 깊이를 조정할 수 있어 우

수한 품질의 2D-3D 변환 비디오를 만들 수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Ⅴ. 결 론

이 논문은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이 있는 2차원

비디오를 3차원 스테레오 비디오로 변환할 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계로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 영

역을 검색하고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했다. 불필요한

연산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비디오 프레임 내 오버레이 텍

스트의 존재 유무를 판단했고, 이를 위해서 해리스 코너에

기반 한 코너 밀도 맵을 사용한다. 다음 단계로 프레임 내에

서 여러 개의 오버레이 텍스트 영역을 검색하고 추출하기

위해서 색과 움직임 정보를함께이용한다. 그 결과 오버레

이 텍스트 그래픽 영역을 원본배경 영상과 분리할 수 있고, 
배경과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의 상대적인 깊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우수한 품질의 2D-3D 변환 비디오를

만들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향후연구 과제는 색거리와 움직임활동성의 문턱값

을 자동으로 구하여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텍스트를 잘 보이게 하기 위

해서 사용되는 배경 객체의 투명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

출할 수 있는 방법과 움직이는 오버레이 텍스트 그래픽을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개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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