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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영상 내 자동적인 광고 삽입을 위한 저정보영역 추출

정재영*, 김영갑**

요 약

최근 가상광고는 비용의 절감 및 적용의 편의성으로 인하여 TV시장에서 중요한 관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방송에 가상광고를 삽입하는 방법으로는 촬영현장에 장비와 기술진을 파견해 방송사의 제작

장비와 연동하여 이미지를 삽입하는 업링크(Uplink)기법과 영상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중계 영상에 자동

적으로 가상이미지를 삽입하는 다운스트리밍(Down streaming)기법이 있다. 최근에는 자동적인 가상광고

삽입을 위한 영상 처리 기술이 가상광고 영역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스포츠 영상 내에서 자동적으로 가상광고를 삽입하기 위해 영상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저정보영

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허프(Hough)변환을 이용한 사각형 검출과 검출된 사각형

영역에 대한 색 히스토그램 분포의 분석을 통해 저정보영역을 추출한다.

키워드 : 가상광고, 허프 변환, 사각형 검출, Canny 에지, 저정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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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virtual advertising is located in an important area of interest in the TV market by

convenience of application and reduction of cost. The methods of inserting a virtual advertising in

broadcasting are Up-link that method insert the image through the production equipment of the

broadcasting station and dispatch equipment and technical personnel in the shooting and

Down-streaming that method insert a virtual image automatically in relay video using image

processing technology. In recent years, the image processing technology is an important research

area in the virtual advertising area for automatically insertion of advertising imag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thod to extract less-informative region in sports video using image processing.

The proposed method extracts less-Informative region through rectangle detection of Hough

transform and analysis of color histogram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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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는 컴퓨터 그래

픽을 이용하여 실제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의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영상에 삽입

해 상품을 광고하는 영상 광고기법이다[1]. 가상

광고 기술을 활용하여 나라별, 해당 지역별로 서

로 다른 광고물을 같은 시간대에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해외중계 방송이나 외국 TV

프로그램을 수입 방영할 때 낮은 비용으로 외국

의 광고물을 의도한 광고물로 대체하는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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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점이 존재한다[2].

가상광고의 기술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 방법

을 기반으로 한다. 하나는 촬영현장에 실제로 장

비와 기술진을 파견해 방송사의 제작 장비와 연

동해서 현장에서 이미지를 삽입하는 기술로 업

링크(Uplink)라 한다.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소

요되나 가장 안정적으로 이미지의 삽입이 가능

하다. 다른 하나는 중계 영상에 가상이미지를 삽

입하는 것으로 다운스트리밍(Down streaming)

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촬영현장에 장비나 인력

을 파견하지 않고서도 부가적인 광고수익을 올

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링크(Uplink) 방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화면만을 보고

이미지를 삽입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용할 수 있

는 폭은 아주 제한적이다[3].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는 가상광고의 활

용을 위해서는 실세계 환경에 문자와 그래픽 같

은 부가정보를 실시간으로 합성하여 표현하기

위한 가상이미지 처리 기술과 같은 기반기술이

필요하다. 가상 이미지 처리 기술은 크게 두 가

지 방법들을 기반으로 한다. 하나는 추적하기 용

이한 사각형의 마커(Marker)를 통해 영상 안에

감지된 마커를 인식하고 카메라의 위치와 자세

를 계산하는 마커 기반 방법이다. 영상 처리 시

탐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흰 바탕에 검은색

사각형과 그 안에 다양한 패턴을 적용한 평면

마커를 사용한다. 하지만 마커는 실제 촬영영상

에서 표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마커를 사용하

지 않고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정보만을 이용하

는 비마커(Markerless) 기반 방법이 연구되고 있

다[4~5]. C. Xu등[4]은 축구 경기 장면에 가상

광고가 가능한 시간과 영역을 검출하기 위하여

경기장 화면에서 센터 써클, 골대 위치, 경기장

경계선 등과 같이 장면이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나타나는 고정 영역을 검출

하였다. 이를 위해 영상 내 에지 정보와 컬러 정

보를 동시에 활용하여 선분과 원을 검출하기 위

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Y. Li등[5]은 동영상

내에 가상광고 삽입을 위한 시간과 위치를 검출

하기 위해, 우선 영상 프레임의 직선들을 검출하

여 해당 위치를 기록하고 연속된 일정 프레임까

지의 동일 위치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선이

검출되는 경우, 처음 기록된 직선들의 위치와 비

교하여 광고 삽입이 가능한 시간을 검출하였다.

또한 입력동영상에서 에지가 없는 균일한 색상

의 평평한 지역을 저정보영역(LIR:Less

Informative Region) 이라 정의하고 해당 지역에

만 가상광고를 삽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광고의 삽입을 위해 비마

커 기반의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영상에 대하

여 에지 정보를 추출하고 허프(Hough) 변환을
통하여 직선 선분을 검출한 후, 이로부터 사각형

영역을 검출하고, 색 히스토그램 분포의 분석을

통해 저정보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저

정보영역 추출방법의 단계별 구성과 방법론들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실

험 결과를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저정보영역 추출

본 논문은 (그림 1)과 같이 사각형 검출단계

와 색 히스토그램 분석단계로 구성된 저정보영

역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저정보영역이란 제한

된 영역 내에 광고 또는 다른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색이 균일한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이 영역

에 우리가 원하는 광고의 삽입이 가능하다. 사각

형 검출단계는 이미지 내의 에지 추출, 추출된

에지를 통한 선분 검출, 선분들의 각도를 계산하

여 직교하는 꼭짓점 추출 과정으로 구성된다. 저

정보영역 추출단계에서는 이미지의 색 히스토그

램을 분석하여 히스토그램의 분산정보를 활용하

여 저정보영역을 검출한다.

(그림 1) 제안한 저정보영역 추출 구조

(Figure 1) Structure for the extraction of

Less-Informativ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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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anny 에지 추출

객체의 가장자리를 특징화 하는 것은 이미지

처리의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지에서

에지를 검출하는 것은 데이터의 양을 줄이고, 이

미지의 중요한 구조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 불

필요한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에

서 영상 내 사각형을 검출하기 위한 첫 단계로

Canny 연산자[6]에 의하여 외곽선을 추출하였다.

Canny 연산자의 경우 일반적인 외곽선 검출법

에 비해 강한 외곽선을 추출하는 마스크를 사용

하기 때문에 잡음에 민감하지 않다. (그림 2)는

스포츠 이미지에 Canny 외곽선 추출기법을 적

용한 결과이다.

(그림 2) Canny 에지 검출 결과

(a) 원본 이미지 (b) Canny edge

(Figure 2) Result of Canny edge operator

Canny 에지 검출 알고리즘은 우선 잡음 제거

를 위해 스무딩(smoothing) 작업을 거치며, 경사

(미분)값을 통하여 에지를 찾는다. 하지만 스무

딩을 통하여 흐려진 에지에서 잘못된 검출이 발

생하므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양의 방향

과 음의 방향으로 에지의 강도와 현재 픽셀의

에지의 강도를 비교 판단하여 현재 픽셀의 에지

강도가 가장 크다면 그 값을 보존하고 아니면

삭제한다[7]. 이를 비 최대값 제거법(Non-

Maximum Suppression)이라 하며, 이 과정을 거

쳐 이미지에 나타난 에지들 중에서도 실제 에지

와 잡음에 의해 검출된 것들이 섞여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별해야 한다.

구별방법으로 Low 임계값과 High 임계값 두

개를 이용하게 되는데, Low 임계값과 High 임

계값을 기준으로 Low 임계값보다 낮은 영역은

제거하고 High 임계값보다 높은 영역은 보존한

다. 마지막으로 Low 임계값과 High 임계값 사

이의 영역에 대한 연관성의 판별 단계를 거친다.

노이즈나 다른 작은 변화량들은 High 임계값 이

상 영역들과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Low 임

계값과 High 임계값 사이의 영역에 대해서만 8

방향으로 검색하여 연결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

에지 추적(tracking)은 BLOB-analysis(Binary

Large Object)를 통하여 구현하게 된다. 그래서

최종 이미지는 High 임계값 이상과 그와 연관성

있는 에지들만 합친 영상이 검출된다[8].

2.2 Hough 변환을 이용한 사각형 검출

허프 변환은 주어진 영상으로부터 직선, 타원,

또는 원 등과 같이 매개 변수로 표현이 가능한

도형을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허프 변환은 직각

좌표계에 있는 영상 평면의 한 점을 지나는 직

선들의 조합을 파라메트릭 표현(parametric

representation)으로 변환하고 이를 해석하여 기

하학 정보를 추출한다[9]. 허프 변환 기법은 수

식(1)을 사용하여 영상의 좌표 공간에 존재

하는 각 픽셀들을 허프 공간이라 일컫는 좌

표공간으로 사상(mapping)하여 직선 정보를 검

출한다[10][11]. 영상의 좌표공간의 각 픽셀

들은 좌표공간에 곡선으로 사상되며,

좌표공간에서 같은 직선상에 존재하는 픽셀들의

경우 매개변수 공간에서 교점을 가지게 된

다. 따라서 허프 변환은 좌표 공간에 누적

된 빈도수를 같은 직선상에 존재하는 픽셀의 수

로 볼 수 있으며, 임계값 이상의 빈도수를 가지

는 교차점의 들을 직선 성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식 (1)을 통해 연산되는 값을 보

트(vote)라 정의하고, 연산된 보트들의 빈도수를

2차원 배열에 누적시켜 직선 선분을 검출한다

[12].

·cos  ·sin   (1)

본 논문에서는 사각형 검출을 위해 추출된 에

지에 대해 허프 변환(Hough Transform)을 적용

하였고 Canny외곽선 검출을 통해 검출된 외곽

선을 기반으로 선분을 근사화하였다. (그림 3)은

Hough 변환을 이용하여 선을 검출한 결과이다.

이후 사각형의 꼭짓점을 찾기 위해 각도에 의한

다각선 근사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각도를

이용해 코너를 찾는 방법으로 식(2)와 같이 두

직선이 이루는 사이 각에 따라 꼭짓점을 추정한

다.

두 직선의 방향 벡터를  , 라 할 때,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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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는 식(2)(3)과 같이 계산된다.

  cos ∥∥∥∥
·  (2)

  min  (3)

계산된 두 직선 간의 사이 각이 180°에 근사

하면 무시되고, 90°에 근사한 교점은 특징점으로

추출한다[13]. 본 논문에서는 90°±10의 범위에

대해서만 특징점으로 추출하였고, 추출된 특징점

들은 사각형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그림 4)(a)와 같이 추정된 선분에

대해 직교하는 교점들을 추출하여 특징점들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추출된 특징점들은 유사

한 좌표에 밀집된 분포를 나타낸다. 따라서 (그

림 4)(b)와 같이 밀집 분포된 특징점들에 대해

K-means 군집화 알고리즘[14][15]을 활용하여

대표 특징점을 추출하였다.

(그림 3) Hough 변환을 이용한 선 검출

(Figure 3) Line detection using Hough

Transform (Low:200 High:400)

(그림 4) 대표 특징점 추출

 

(a) 특징점 추출 결과 (b) 클러스터링에 의해

대표 특징점 추출 결과

(Figure 4) Representative feature points

군집화를 통해 추출된 특징점들의 조합을 통

하여 선분들을 생성하였고, 수직방향의 선분과

수평방향의 선분으로 수직선분과 수평선분의 집

합을 구성하였다. (그림 5)와 같이 수평선분

  과 수직선분  을 구성

하였으며, 수평선분의 와 연결되는 수직선분

의 을 탐색하여 두 선분의 연결을 통해 사각

형의 좌측상단 점과 우측하단 점을 추출

하였다. 주어진 두 점(,)을 통해 사각형을

추출하였다.

(그림 5) 특징점을 활용한 사각형 검출방법

(Figure 5) Rectangle detection method using

feature points

임의의 수평선분 에 위치한 을 검출할

사각형의 좌측상단 점로 정의하고 의 끝점

와 직교하는 수직선분 을 탐색한다. 이때

수직선분 의 시작점 과 수평선분 의 끝

점  좌표는 동일하며, 탐색된 의 후보군들

중 끝점 가 과 비교하여 성분은 동일하

고 성분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한 선분만 탐색

한다. 이 경우 는 검출할 사각형의 우측하단

점 가 되며, 대각 방향에 있는 모서리 두 점

(,)이 모두 정의되면 사각형을 검출한다.

(그림 6)은 위 과정을 통해 검출된 사각형들이

다.

(그림 6) 사각형 검출

 

(Figure 6) Detection of rectangle

2.3 색 히스토그램 분석을 이용한 저정보

영역 추출

색 히스토그램은 색상 특징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영상의 전체적인 특징(global

feature)과 구성 즉, 명암 대비 및 명암 값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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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를 표현한다. 컬러공간의 특징상 히

스토그램은 조명에 매우 민감하지만 영상의 회

전이나 이동에 강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색

히스토그램은 화소가 가진 명암 값에 대한 막대

그래프로서, (그림 5)와 같이 픽셀이 표현할 수

있는 RGB요소(0~255)를 축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명암 값이 가진 누적치는 축으로 구성하였

다. 따라서 이미지에 여러 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그림 7)(b)와 같이 완만하며 히스토

그램의 분산 값이 크다. (그림 7)(c)과 같이 박스

내에 유사한 색들의 분포를 가지는 제한된 영역

은 (그림 7)(d)처럼 작은 분산 값을 가지는 히스

토그램으로 표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내

에서 사각형을 검출하고 그 사각형 영역에 대한

색 히스토그램의 분산정도에 의해서 추출영역의

정보의 양을 판단하였으며 임계값에 따라 저정

보영역을 결정하였다.

(그림 7) 대상에 따른 색 히스토그램 분포

   (a) 원본 이미지 (b) 원본이미지의 색

                            히스토그램 분포

  

  (c) 영역추출 이미지 (d) 영역이미지의 색

                            히스토그램 분포

(Figure 7) Color histogram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target region

2.4 광고 삽입을 위한 저정보영역 후처리

저정보영역 검출을 통해 추출된 영역들은 작

은 사각형 단위로 추출되는데, 광고가 삽입되기

위한 충분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급적 큰

단위의 저정보영역으로 병합하는 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검출된 영역들이 서로 인접해있거나

검출된 영역이 서로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하나

의 영역으로 병합된다. (그림 8)은 저정보영역의

후처리를 위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예를 보이

고 있다. (그림 8)(a)는 추출된 저정보영역이 서

로 인접해 있는 경우 인접영역을 병합하는 인접

관계이고, (그림 8)(b)는 추출된 저정보영역이 다

른 저정보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포함관계이다.

(그림 8)(c)(d)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조건에 의해

서 검출된 사각형 영역에 반영한 결과이다.

 
(그림 8) 저정보영역 후처리

    

(a) 인접관계 (b) 포함관계

(c) 인접관계에 대한 결과

(d) 포함관계에 대한 결과

(Figure 8) Post-process for the LIR

3.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저정보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Python 2.7.9, OpenCV 3.0.0버전을 사용하여 실

험하였고, windows 7(64bit)환경에서 실험을 수

행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의 실험을 위해 야구

장의 어떤 광고나 그림도 포함되어있지 않은 펜

스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그림 9)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을 테스트 이미지에 적용한 과정

이다. (그림 9)(a)는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수집

된 펜스에 광고나 그림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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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의 펜스 영상이다. 잡음 제거를 위하여 스무

딩 작업을 거친 후, (그림 9)(b)와 같이 Canny

에지 검출 알고리즘으로 영상 내 에지를 추출하

였다. 또한 (그림 9)(c)와 같이 추출된 에지에

Hough 변환을 적용하여 선분을 근사화하였다.

사각형 검출을 위해 검출된 선분들로부터 직교

점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점들에 대해 K-means

군집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그림 9)(e)와 같이

특징점으로 추출하였다. (그림 9)(f)는 추출된 각

특징점을 기준으로 서로 직교하는 선분에 있는

꼭짓점을 찾아서 사각형을 검출한 결과이다.

(그림 9) 저정보영역 검출 과정

(a) 원본 이미지

(b) Canny edge 결과

(c) Hough변환을 이용한 선분검출 결과

 

(d) 교점추출 결과

(e) 대표 특징점 추출결과

(f) 사각형 검출 결과

(g) 사람이 포함된 (h) 펜스만 포함된

영역의 색 히스토그램 영역의 색

히스토그램

(i) 저정보영역 추출 결과

(j) 후처리를 통해 검출된 영역 결과

(Figure 9) Detection process for the Less-

Informative Regions

<표 1>은 (그림 9)(f)에서 검출된 21개 사각

형 영역에 대한 색 히스토그램의 분산 값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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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B, G, R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사각형

영역은 좌측상단부터 우측하단까지 순차적으로

분산값을 계산하였다. 유사한 색들의 분포를 가

지는 (그림 9)(f)의 펜스만 포함한 영역이 여러

색이 분포되어있는 사람을 포함한 영역에 비하

여 낮은 분산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출 영역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 이산 확률 변

수에 대한 분산을 구하였다.

<표 1>과 같이 각 색상 R, G, B에 대한 분산

수치의 합이 1000이하인 사각형영역 Rect 5, 9,

12, 17, 18, 19, 20의 사각형영역이 저정보영역으

로 추출되었다. Rect 5, 9, 12는 광고가 삽입되기

부적절한 영역이나 비교적 색의 분포가 고르기

때문에 분산 값이 낮게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제

안한 방법을 통해 추출된 영역은 (그림 9)(j)와

같이 후처리를 통해 추출된 영역과 상단의 두

영역이 추출된다.

<표 1> 검출된 사각형 영역들의 분산

(Figure 9)
(a) Blue Green Red Total Decision

Rect 1 436.1 430.5 398.9 1265.5 Reject

Rect 2 348.4 369.4 381.1 1098.9 Reject

Rect 3 489.1 490.8 414.1 1394 Reject

Rect 4 502.2 518.1 501.4 1521.7 Reject

Rect 5 246.9 273.2 259.4 779.5 Accept

Rect 6 469.9 483.6 451.1 1404.6 Reject

Rect 7 341.2 347.7 345.3 1034.2 Reject

Rect 8 581.6 594.1 485.1 1660.8 Reject

Rect 9 294.8 309 309.9 913.7 Accept

Rect 10 534.6 536.9 435.6 1507.1 Reject

Rect 11 396.2 397.2 370 1163.4 Reject

Rect 12 210.7 228.3 184.3 623.3 Accept

Rect 13 612.2 643.9 551.8 1807.9 Reject

Rect 14 1249.2 1245.9 1180.3 3675.4 Reject

Rect 15 2873.8 3050.2 4388.5 10312.5 Reject

Rect 16 502.5 494.1 526.6 1523.2 Reject

Rect 17 220.5 221.1 474.6 916.2 Accept

Rect 18 220.8 244 529.5 994.3 Accept

Rect 19 255.4 207.9 522.8 986.1 Accept

Rect 20 186.4 189.5 423.7 799.6 Accept

Rect 21 2118.2 2221.1 2843.5 7182.8 Reject

<Table 1> Distribution of detected rectangle

region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 경기 영상에서 영상 내

에 자동적인 광고의 삽입을 위한 저정보영역 추

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단

계의 구조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입력이미지에

대해 외곽선을 추출하고 선을 추정하며 추정된

선으로부터 사각형을 검출하는 사각형 검출단계

이고, 두 번째는 검출된 사각형에 대해 색 히스

토그램의 분포를 검사하여 저정보영역을 추출하

는 단계이다. 제안된 방법은 스포츠 영상 내에

자동적으로 광고를 삽입하기 위해 영상 내의 가

장 정보가 적은 영역, 즉 저정보영역을 추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가상광고의 영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므로 제안된 방법은 향후 활

용 영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안

된 방법은 비교적 색의 분포가 균일하나 영역내

부에 텍스쳐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의 화질이 낮

아 잡음으로 인해 에지 검출의 정확성이 낮은

경우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영상 내의 텍스쳐

분석 및 잡음에 대한 후처리를 통해 효과적인

저정보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이 추후 연구

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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