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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스케일 노멀라이즈 컷을 이용한 영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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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기존 그래프 컷 기반 영상분할의 성능은 유지하면서 연산속도가 빠른 영상분할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그래프 컷 기반

영상분할은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고유쌍 연산으로 인해 분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는 고유쌍 연산에서 영상 내 모든 화

소 사이의 유사도를 고려하여 정방행렬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안하는 방법은 영상을 여러 영역으로 분할하여 작은 크기의 정

방행렬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고유쌍 연산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대수적 다중 격자를 이용한 다중스케일 영상분할법

을 제안하고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영상분할 방법보다 그 성능이 더 우수함을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fast image segmentation method that gives high segmentation performance as graph-cut based methods. 
Graph-cut based image segmentation methods show high segmentation performance, however,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is high 
to solve a computationally-intensive eigen-system. This is because solving eigen-system depends on the size of square matrix 
obtained from similarities between all pairs of pixels in the input image. Therefore, the proposed method uses the small-size square 
matrix, which is obtained from all the similarities among regions obtained by segmenting locally an image into several regions by 
graph-based metho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ulti-scale image segmentation method using the algebraic 
multi-grid shows higher performance than existing methods.

Keyword : normalized cut, segmentation, multi-scale segmentation, algebraic multi-grid

Ⅰ. 서 론
  
영상분할은 영상해석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 중 하나로

단일 영상을 여러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영상

분할은 패턴 인식, 의료 영상, 자동 교통 제어 시스템 및

객체 기반 영상압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
히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3차원 인식 개선 [1], 장애물 탐지

[2], 영상기반 검색 [3] 등 그 활용 분야가 다양하다. 
영상분할에는 히스토그램 기반, 마코프 랜덤필드 기반, 

경계 기반 및 영역 기반 분할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4-6]. 

최근에는 깊이 정보를 얻는 기술의 발달로 깊이 영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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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방법도 제안되고 있다
[7-9]. 그러나 영상의 종류가 다

양한 만큼 모든 영상에 대해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분할방

법은 찾기 힘들다. 그래프 컷은 기존 방법들 중 가장 주목받

는 영상분할방법이다. 이는 영상의 지역적 특징, 즉, 영상의

화소가 가지는 빛의 밝기 등을 이용한 전역분할방법으로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10-14].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그래프 컷에 기초한 영상분할방법

중 하나인 노멀라이즈 컷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산

속도와 분할 성능을 동시에 높인 다중스케일을 이용한 노

멀라이즈 컷 영상분할 방법을 제안하고 기존 방법에 비해

그 성능이 우수함을 실험결과를 보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그래프 컷을

비롯한 기존 영상분할방법을 소개한다. Ⅲ장에서는 다중스

케일을 이용한 제안하는 방법이 소개된다. IV장에서는 실

험결과 및 토의가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논

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기존 영상분할 방법

1. 그래프 컷 영상분할

그래프 컷을 이용한 영상분할 과정은 그래프 구성과 고

유쌍 연산으로 이루어진다. 그래프 구성은 영상 내의 모든

화소들을 각각의 노드로 정의하고, 각 노드 사이에 가중된

무방향 에지를 연결하여,  와 같은 그래프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V, E, W는 각각 노드, 에지, 가
중치의 집합을 나타낸다. 노드는 화소, 에지는 화소 간 연결

을 나타내며, 가중치 wij는 화소 i와 j사이의 유사도로서, 
화소간의 밝기 차, 위치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이용하여

전체 영상 V 내의 배타적인 영역 A와 B에 대한 그래프 컷

은

  
∈∈

 (1)

과 같이 정의한다. 전체영상 V를 분할하기 위해서 두 영역

A, B를 결정할 때 식 (1)의 Cut(A,B)를 최소화하여 분할하

는 방법을 minimum cut (min-cut)이라 칭한다
[4]. 그러나 이

min-cut은 같은 영역을 과분할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5]. 

이는 한 영역의 크기가 작을 때 두 영역 사이의 에지의 수가

적어지므로 두 영역 간 weight의 합 역시 작아지기 때문이

다. 따라서 min-cut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영역의 크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

 (2)

와 같은 association이 정의된다. Assoc(A,V)은 영역 A와

영상 V간의 모든 그래프 에지 가중치의 합을 나타내고, 그
크기는 A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를 이용해 식 (1), (2)로부

터


·

(3)

              
와 같은 노멀라이즈 컷 (Ncut)을 정의할 수 있다. 영역분할

을 위해 식 (3)을 최소화하는 A, B를 얻기에 앞서 고유 벡터

y에 대한 식을

(D-W)y=Dy (4)

와 같이 유도한다. 결과 영상 IR은 고유벡터 y를 영상의 좌

표와 대응시킨 것과 같으므로

  y× (5)

와 같다. 여기서 Lw는 IR의 가로 크기를 나타낸다. 양분된

영역 A, B는, 

∈ i f  ≧ 
 otherwise (6)

와 같다. A 혹은 B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보

다 세분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설정된 λs 보다 작은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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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나타날 때까지 이상의 과정을 반복하면 최종 분할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2. AMG를 이용한 다중스케일 영상분할

다중스케일 영상분할은 대수적 다중격자 (AMG)를 이용

하여 비정규 다중스케일 구조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영상

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15]. 이때 다중스케일은 AMG를 유사

노드끼리 묶어 새로운 그래프를 생성하는 그래프 coarsen-
ing 방법이다. AMG를 이용한 그래프 coarsening을 반복할

경우, 다중스케일 구조를 얻을 수 있다. 다중스케일 구조의

최하위 그래프는 그래프 컷처럼 영상을 기반으로 얻는다.
다중스케일 영상분할은 에너지 함수 E를 통해 분할결과

를 도출한다. 이때 에너지 함수는

u  
 


 (7)

와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wij는 식 (2)에서 정의한, 그래프

에지 가중치이고 u는 상태벡터이다. 식 (7)을 최소화하는

u의 원소들은 각 분할영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 (7)은 영

역의 체적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앞서 언급한 min-cut의 단

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역의 체적 V(u)를 고

려하여

u uu (8)

와 같이 변형한다. 여기서 는 체적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다.
비정규 다중스케일 구조의 생성은 식 (2)의 그래프 에지

가중치를 구하여 이루어진다. 우선 상위 레벨에서의 대표

노드들은

max
∈   ≧



 (9)

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이를 인접 상위 계층의 노드로 둔다. 
인접 노드 간 가중치인 보간 가중치와 상위 계층의 그래프

에지 가중치를 정하고 식 (2)를 이용해 재귀적으로 상위 계

층을 구한다. 상위 계층에서의 대표노드 각각이 독립된 분

할영역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식은 에너지 보상을

위해 식 (8)에 을 곱하여 구한다. k, l이 각각 인접한 상, 
하위 계층의 노드일 때 분할에 필요한 에너지 및 분할영역

의 체적을 의미하는 E(U) 및 V(U)는

 



 (10)

  




 (11)

와 같이 나타내며 은 계층 노드 간 그래프 에지 가중치, 

는 상태벡터 가중치를 의미한다. 최종독립영역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식인 최상위 계층 k 번째노드에서의 에너

지는

 
 (12)

이다. 이때 σ는 상위 계층의 상태벡터 U가 속한 계층이다. 
Propagation을 이용하여 최상위 계층의 독립영역으로부터

최하위 계층의 상태벡터를 얻을 수 있다. 이 상태벡터들을

비교해 영역분할을 시행한 후 식 (12)를 이용해 최종 독립

영역의 판별이 이루어진다.

Ⅲ. 제안한 다중스케일을 이용한 Ncut 
영상분할 방법

제안한 방법은 다중스케일 방법과 Ncut을 이용한 영상분

할을 지역분할과 전역분할로 나누어 실행함으로써, 기존

방법들에 비해 연산시간을 줄이고 분할성능을 높인다.
식 (4)의 고유쌍을 구하는데 필요한 연산량이 크므로

Ncut을 이용한 영상분할은 타 방법들에 비해 연산속도가

매우 느리다. Lanczo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Ncut의 연산속

도를 최소화하여도총화소수가 10000인 작은 크기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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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0 1 2 3 4 5 6 7 8
노드수 9600 4716 1656 630 254 109 44 21 3

표 1. 그림 1에 대한 계층별 노드 수
Table 1. Number of nodes for each hierarchy level from Fig. 1 

그림 1.  다중스케일 분할의 단계별 분할 결과 (a) 원영상, (b)~(j) 0 계층~8 계층
Fig. 1. Multi-scale segmentation step-by-step results (a) original image, (b)~(j) hierarchy 0~8

을 분할하는데약 4초 내외가 소요되므로 연산속도의 개선

이 필요하다. Lanczos 알고리즘을 사용한 영상분할에 필요

한 연산량은  과 같다. 여기서 N은 고유벡터의 크

기로 영상의총 화소수이다. 영상의 크기가 작을수록 Ncut
에 필요한 연산량이감소하므로 Ncut의 연산속도를 높이려

면 모든 화소 간 에지 가중치로 구성된 W의 크기를줄여야

한다. 
그림 1에 보인 다중스케일 영상분할의 계층별 (0-8 계층) 

분할결과와 같이 영상을 화소의 수보다 적은 수의 영역들

로 미리 구분한다면 각 영역을 노드로 갖는 작은 크기의

새로운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그래프를 Ncut에 적용

하면 분할의 연산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AMG를

이용한 다중스케일 영상분할 방법은 그림 1에 보인 것처럼

근접한 유사 영역들을 하나로 통합해 최종 결과를 얻는다. 
표 1에서는 그림 1에 보인 각 단계의 결과영상 내 영역들의

총수를 보인다. 이를 통해 단계가올라갈수록영역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의 각 단계를 살펴보

면, 7 단계 이하의 경우 분할결과가옳은 경계를 그대로 유

지함을알 수 있다. 그러므로 7단계 이하의 결과 영상으로

부터 각 영역을 노드로갖는 그래프를 생성하여 Ncut에 적

용할 경우 올바른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MG를 이용한 다중스케일 영상분할에 필요한 연산량

은 이므로 선분할 과정의 추가는 전체 연산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제안한 방법은 높은 상위

단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상위 단계에서 각 노드

가 대표하는 영역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연산 및 각 노드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연산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결국

다중스케일과 유사한 연산속도를 갖게 된다.
새로운 그래프의 노드 간 가중치를 정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다중스케일 방법을 통해 얻은 특정 상위

계층의 노드들 간 에지 가중치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과

상위 다중스케일 영상분할의 결과 영역들로부터 각 영역의

빛의 밝기와 영역 내 좌표의평균을 이용하여 에지 가중치

를 재정의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방법의 경우 각 노드, 즉
각 영역 내 화소들의 빛의 밝기의평균값과 좌표의평균값, 
그리고 새로운 에지 가중치의 정의가 필요하다.

 
∈


 (13)

x 
∈
x (14)

  exp∥


∥



 ∥∥



  (15)

식 (15)는 모든 노드 간 에지 가중치를 고려함으로써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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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높인다. 식 (13)과 (14)에서, Nm은 m 번째분할영역

내의 화소 수이며, 식 (15)의 σM, σX는 각각 화소들의 빛의

밝기의평균및 좌표평균의 정규화 분포표준편차이다. 또
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텍스처 영역을 포함하는 실험 영

상에 대해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이 때 가중치는

노드 간 밝기나거리 차뿐만 아니라텍스처와 같이 한 영역

에서 빛의 밝기가 다를 확률을 고려하여 영상 내의 다양한

경계정보를 에지 가중치에 반영한다
[16-17].

영상의텍스처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에서

는 Malik 등이 제안한 oriented energy maxima 개념과 tex-
ton 개념을 이용한다

[17]. Oriented energy maxima는 odd 및
even symmetric 필터로 영상을 필터링함으로써얻을 수 있

다. 필터의커널은 가우시안의 차로 정의하며, 해당필터와

의 콘볼루션을 통해 영상의 경계정보를 구한다. 취득한 영

상의 경계정보를 이용해 oriented energy maxima를 구한

뒤 intervening contour 가중치를 구한다. 또한 texton의 개

념을 그래프 에지 가중치에 적용시켜 텍스처를 포함한 영

상에 대한 분할효율을 높인다. 그리고 이를 intervening 

contour 가중치와 결합시켜 gated 가중치 를 구한다. 

를 다중스케일 영상분할의 최하위 계층에 적용한다면

에지 가중치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다중스케일 영상분할의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는 빛의 밝기 차뿐만이 아

니라 전역적인 정보를담고 있기 때문에 다중스케일구조의

상위 계층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이러한 전역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그래프 에지 가중치를

 × i f    (16)

과 같이 변형한다. 여기서 는 미리 정해진 계층이다. 계

층에서의 그래프 에지 가중치업데이트는 AMG를 통해 상

위 계층으로 전달되므로 는충분히 작은값으로 설정되어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 적합한값을 실험적으로확인

하여 3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노드

간거리가증가하여 두 노드 사이에 경계가 존재할 확률이

크다. 따라서 상위 계층에서 intervening contour 가중치를

이용하여 AMG를 통해 얻은 그래프 에지 가중치를바꾸면

실제 경계를 사이에 둔 두 노드가 이후 계층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합쳐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때 상위 계층

에서 여러 종류의 에지가 존재하므로 orientation odd 및
even symmetric 선형 공간 필터는 스케일을 고려하여 다양

하게확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필터와 스케일을 고려한 in-

tervening contour 가중치를 
라고 하면 그래프 에지

가중치의 업데이트는

 ×
 i f   (17)

을 통해 구현된다. 여기서 는 미리 정한 인자이다. 대표

노드의 수가 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는 계층과 그 상위의

계층들의 그래프 에지 가중치에 대해서 식 (17)을 적용하는

데 본 논문 실험결과에서는 입력영상에 대해 실험적으로

확인 후 를 30으로 설정하였다. 

노드가 클수록 독립적인 영역일 확률이 높으므로 상위

계층의 대표 노드 선택에 앞서 하위 계층의 노드들을 체적

의 크기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한다. 그러나 영역

의 독립성이 반드시 영역의 체적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크기의 독립된 영역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안

한 방법에서는 최소 gated intervening contour 가중치를

min min (18)

와 같이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 내림차순으로 노드를 정렬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서 m in 은 노드 k와 다른

노드 사이에 연결된   중 가장 작은 값을 의미한다.
제안한 방법의 연산속도는 Ncut의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다중스케일 방법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나 기존 방

법대비 더 높은 분할 성능을갖는다. 다중스케일 방법의 분

할성능은 대표 노드의 선정에 의해 좌우되는데 타당한 분

할영역을 대표하는 노드는 최상위 단계까지남아있어야 한

다. 그러나 식 (9)의 대표 노드 식은 타당한 독립영역을 대

표하는 노드가 나중에 적용될경우 해당노드가 상위 단계

의 대표노드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런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해 다중스케일 방법에서는 각 노드가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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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실험 결과 1 (a) 다중스케일, (b) 제안하는 방법 (왼쪽부터 6, 7, 8 계층)  
  Fig. 3. Experimental result 1 (a) multi-scale, (b) proposed method (left: layer 6, middle: layer 7, right: layer 8)

그림 2. 원영상 (80×120) (a) 새, (b) 호랑이,  (c) 펭귄, (d) 다람쥐
Fig. 2. Original images (80×120) (a) Bird, (b) Tiger, (c) Penguin, (d) Squirrel 

영역의 크기를 정의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대표 노드를 내

림차순으로 정리한뒤식 (9)에 적용함으로써, 잘못된 결과

가 나타날 가능성을 줄인다. 

IV. 실험 결과 및 토의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의 결과 비교를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확인한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들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3-6은 Ncut과 다중스케일 방

법 각각에 대해 특정 계층에서 영상분할을 시도한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3의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새 영상은 많

은 에지를 포함한다. 이 영상에서 얇은 가지를 하늘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어려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결과영상에

서 제안하는 방법이 에지 근처의 분할 등에서 다중스케일

에 비해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 영상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방법이 추출하지 못한

중앙하단의 나뭇가지를 하늘과 분리하고 기존방법에서 과

분할된 새의 날개 등도올바르게 분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방법에서 추출하는 우

측 상단의 얇은 가지를 분리하지 못한다. 그림 4은 호랑이

가 물가에 있는 영상에 대해 6, 7, 8 계층의 영역분할 결과

를 보인다. 호랑이 영상의 경우 물, 호랑이, 풀 등 다양한

텍스처 영역들을포함한다. 그림 4의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

영상에서 우측 하단에 위치한 풀이 잘 검출되므로 제안한

방법이 기존 방법에 비해 텍스처 영역을잘분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계층의 결과 영상에서 물도 풀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양의 물결을갖는 영역들로 분리되는

것을 보아 호랑이를 기준으로 상부의 세 영역과 하부의 한

영역 등 네부분이 각각 독립된텍스처 영역으로 인식됨을

알수 있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 역시 호랑이의몸을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하지못하는 것을볼수 있다. 그림 5의펭귄
영상은 랜덤 텍스처 영역을 포함한 영상이다. 영상 하부에

위치한 자갈밭은 하나의텍스처로취급해야 한다. 8계층에

서의 분할 결과 영상을 살펴보면 제안한 방법이 자갈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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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험 결과 4 (a) 다중스케일, (b) 제안하는 방법 (왼쪽부터 8, 9, 10 계층) 
Fig. 5. Experimental result 4 (a) multi-scale, (b) proposed method (left: layer 8, middle: layer 9, right: layer 10)

그림 6. 실험 결과 3 (a) 다중스케일, (b) 제안하는 방법 (왼쪽부터 6, 7, 8 계층) 
Fig. 6. Experimental result 3 (a) multi-scale, (b) proposed method (left: layer 6, middle: layer 7, right: layer 8) 

그림 4. 실험 결과 2 (a) 다중스케일, (b) 제안하는 방법 (왼쪽부터 6, 7, 8 계층) 
Fig. 4. Experimental result 2 (a) multi-scale, (b) proposed method, (left: layer 6, middle: layer 7, right: layer 8)

기타 영역들이잘분리하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존 방법을 통해 얻은 분할 결과에서는 자갈밭의 일부분

이 하늘및펭귄과 합쳐지는 것을볼수 있다. 또한 제안된

방법에 의한 영상분할 결과는 펭귄의 날개와 몸을 정확히

구분하지만 기존방법은 그렇지못하다. 그림 6의 다람쥐영

상은 바위와 다람쥐로 구성된 실험 영상이다. 바위와 다람

쥐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두 물체간의 빛의 밝기 차가 크지

않아 복잡하다. 8계층의 분할 결과 영상을 살펴보면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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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실험 결과 8 (a) 원영상, (b) 제안하는 방법, (c) Ncut, (d) 다중스케일
Fig. 9. Experimental result 7 (a) original image, (b) proposed method, (c) Ncut, (d) multi-scale

그림 8. 실험 결과 7 (a) 원영상, (b) 제안하는 방법, (c) Ncut, (d) 다중스케일
Fig. 8. Experimental result 7 (a) original image, (b) proposed method, (c) Ncut, (d) multi-scale

그림 7. 실험 결과 6 (a) 원영상, (b) 제안하는 방법, (c) Ncut, (d) 다중스케일
Fig. 7. Experimental result 6 (a) original image, (b) proposed method, (c) Ncut, (d) multi-scale

방법에서는 다람쥐의 형태가 유지되지만 기존 방법에서는

다람쥐의 형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는

기존 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부각될만한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제안한 방법이텍스처 및 경계 정보의 정확성

에 크게 의지함을 보여주며, 이는 추후 보완해야할 사항이

다. 그림 6의 영상을 제외한 그림 3-5의 영상에 대해서 제안

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한 텍스처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물체를 구분하는데있어 기존 두 방법보다 그 성능이 우수

하다.
그림 7-9는 제안한 방법과 Ncut 및 다중스케일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영상의 비교를 보여준다. 제안한 방법은 세

영상 모두에서 타당한 독립 영역들을 잘 구분하고 있지만

Ncut은 그림 8과 9에서, 다중스케일 방법은 그림 7-9에서

잘못된 분할 결과를 보인다. 그림 7은 비교적 간단한 실험

영상으로 제안한 방법과 Ncut 모두 비행기와 하늘을 올바

르게 구분하지만 다중스케일 방법의 경우올바르게 구분하

지못하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의 영상은 달과 나무

를 포함한 영상으로 나무의잔가지에 의해 에지가 다소 복

잡하게 나타난다. Ncut의 경우 복잡한 에지를 하늘과올바

르게 구분하지 못하며 달을 하늘에포함시키는 것을볼수

있다. 다중스케일의 경우 Ncut에 비해 나무와 하늘을올바

르게 구분하지만 달을 완전히 하늘에 포함시킨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반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하늘과 나무, 달을

모두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을알수 있다. 그림 9의 새 영상

은 그림 7과 같이 단순한 실험 영상으로, 하늘과 새들 사이

의 빛의 밝기차가뚜렷하다. Ncut의 경우 새의꼬리 부분과

하늘을 분리하지 못하고 다중스케일의 경우 하늘 부분을

과도하게 분할하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 결

과에서는 하늘과 새를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제안하는 방법이 상위 계층에서도 에지 정보

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방법에서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한 영역을 잘 구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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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림 7-9의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스케일 영상분할을 개선하여 분할이

용이하지 않은 영상들, 즉 다양한 경계와 텍스처를 포함한

영상들을효과적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다중스케일 영상분할은 영상 내의 지역적 정보, 즉 이웃화

소와의 밝기 차이만을 고려하는 그래프 컷 기반 영상분할

을 AMG를 이용하여 다중스케일 구조로 확장시킨 형태이

므로, 복잡한 실제 영상에 대해서는 좋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단점을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역

정보 외에도 영상으로부터 미리추출한 전역 정보들 즉, 경
계와텍스처 정보들을 다중스케일 구조에 함께이용함으로

써복잡한 영상에 대한 분할효과를 높였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은 지역분할과 전역분할을 나누어 실행함으로써 분할

성능을 높이고 연산시간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의효과를 다양한 영상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검

증하였다. 실험 결과는 단순한 영상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

법으로는 좋은 분할 결과를 기대할 수없었던 복잡한 경계

와텍스처를 포함한 영상이 제안한 방법을 통해잘 분할되

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방법인 다중스케일과 Ncut을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입력영상에 대해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이 더 우수한 것을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흑백정

지 영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추후과제로는 color 영
상과 동영상으로의 확장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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