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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 처리에서 포그라운드 이미지 추출은 움직이는 상이나 객체를 인식하려는 경우에 주로 응용된다. 

게임에서 포그라운드 이미지에 포함되는 객체들은 주로 캐릭터와 NPC(Non Player Character), 아이템 등이 될 수 

있다. 이 객체들은 이어들의 이동, 공격, 방어, 수집의 상이 되는 객체들로 이어들의 주요 심 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어들의 심 역을 추출하기 한 연구이다. 이를 해, 첫째, 포그라

운드 이미지를 추출한다. 둘째, 추출한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일정시간 시켜서 결과 이미지로 보여 다. 이 

시간에 따른 된 포그라운드 이미지는 객체들의 화면 출  치와 빈도를  알 수 있게 도움을 다. 이 연구는 

이어들이 심 역 설정과 효율 인 UX/UI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 주제어 : 심 역, 포그라운드 이미지, 포그라운드 게임 객체, 사용자 경험, 사용자 인터페이스

Abstract   In the image processing, foreground image extraction is mainly applied to recognize a moving 

object or an object. In the game, the objects included in the foreground image can be mainly characters, non 

player characters, items, and the like. These objects can be the player's primary concern with objects that 

are the target of players' movement, attack, defense, and collection. In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is a 

study to extract players' interest areas. To this end, first, the foreground image is extracted. Second, the 

extracted foreground image is accumula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 image is displayed as a result 

image. The accumulated foreground image according to the play time helps to know the location and 

frequency of screen appearance of game objects. This study can help players design their interest areas and 

design an efficient UX/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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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게임 화면은 이 도  이어가 해당 객체를 선

택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포그라운드(foregroud) 이미지

와 백그라운드(background) 이미지로 구분된다. 백그라

운드 이미지는 수채화의 배경에 해당한다면 경 이미지

들은 나무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포그라운드 이미지

는 게임 화면의 경으로 객체들은 이어 캐릭터, 

NPC(Non Player Character), 티클 효과, 생명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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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스코아, 미니맵 등 주로 이 화면에서 동 으로 변

화되는 객체를 화면에 표시한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배경 화면이나, 바닥, 길, 수를 표시하기 한 틀을 표

시한다. 이어들은 이어 캐릭터를 이동시켜서 

이나 NPC들과 하여 게임의 목 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구성하는 객체에 집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게임은 리그오 드 게임이다. 

[Fig. 1][1]은 이 화면을 보여 다. 이 게임은 12세 이

용가로 온라인 RTS(Real Time Strategy)에 속하며 미국 

라이엇 게임즈(Riot Games)에서 개발하 다. 우리나라

에서는 2012년 1월 정식으로 출시되었다. 10명이 5명씩 

을 이루어 상 과 싸우는  게임으로, 게임 사용

시간 유율 순  온라인 게임부분에서 1,2순 에 속하

고 있다.

[Fig. 1]의 왼쪽 상단에는 선택한 캐릭터의 정보가 나

오고 왼쪽 하단에는 채 , 자신의 캐릭터 정보가 있으며 

오른쪽 상단은 게임시간과 스코어가 제시되고 오른쪽 하

단은 미니맵과 아군들의 상태가 표시된다.

[Fig. 1] League of Legend 

본 논문은 이어들이 많은 심을 쏟고 있는 화면 

역, 즉 심 역(Interest Area)을 알아보기 한 연구

이다. 심 역이 무 하거나 좁은 경우 이어

들의 몰입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게임을 이하기에 앞서, 이어들이 

무엇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역에 심을 가

지고 게임에 근하는지 알아보기 한 것이다.

이를 하여 본 논문의 구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OpenCV(Open Source 

Computer Vision) 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이 동

상을 구성하는 임들에 해 포그라운드 이미지들

을  학습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된 포그라운드 이

미지들을 심으로 새로운 게임 이 화면에서 포그라

운드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 추출된 이미지와 학습된 포

그라운드 이미지를 한다. 이 게 함으로써 포그라운

드 이미지들을 구성하고 있는 객체들이 화면에 많이 나

오는 역일수록 검은색으로 표 되고 게 나오는 역

일수록 흰색으로 표 되게 한다. 이는 포그라운드 이미

지를 구성하고 있는 객체가 어떠한 화면 치에 자주 발

생하고 있는지를 악하는데 도움을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

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구  환경과 구  알고리즘, 그리

고 구  결괴를 기술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결론  추

후 연구 방향에 해 논한다.

2. 관련 연구

심 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

다. 이 연구들 에는 심 역을 결정하고 불필요한 부

분을 제거하여 차선인식을 한 계산 시간을 이기 

한 연구[2], 얼굴 특징을 찾아 심 역(ROI)으로 지정하

여 얼굴 인식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한 연구[3,4,5], 

도우 단 로 이루어지는 작업 환 행 를 측정하기 

해 개별 창의 심 역 WOI(Window of Interest)를 실

험 진행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지정하여 시선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창 환 회수  주시 콘텐트의 비율 등을 분

석한 연구[6], 사용자의 심 역을 심으로 응 인 

상을 보여주기 한 엔진 연구[7], 축구 경기를 시청하

기 한 심 역 크기 설정 연구[14], 심 역을 도로 

상황 분석에 용한 연구[15] 등이 있다. 살펴본 연구에

서와 같이 심 역은 주로 비디오 상에 용되어져 

연구되어져 왔다.

OpenCV 로그램을 이용한 연구에는 미디어 아트를 

제작하는 연구[10],  화재 경보 솔루션[11], 경비드론융합

[12], 얼굴검출에 기반한 객체 추  시스템[13] 등이 있다.

게임 화면은 게임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게임 진행

정보, 소유하고 있는 리소스와 유닛을 보여주는 정보, 선

택된 개체의 정보를 나타내는 개체 설명 정보, 맵 정보, 

메뉴 정보, 이어의 상황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시각 인 요소[14]이다. 이 시각 인 

요소의 구성과 변화가 사용자 경험에 큰 향을 다.

게임 화면은 임 단 로 재생되기 때문에 게임 화

면을 구성하는 모든 객체들이 매 임마다 더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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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물론 이 더링 될 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구성하

는 객체들이 먼  더링된 후에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구성하는 객체들이 더링 된다.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구성하는 객체들은 스코어나, 생명치, 아이템등과 같이 

주로 이어의 이벤트에 따라 값이나 치, 상황등이 

변하는 객체들이다. [Fig. 1]의 경우 포그라운드 이미지

를 구성하는 객체들은 캐릭터 정보, 채  창, 미니맵, 스

코어 등이 될 수 있다.

3. 구현

3.1 구현 환경

구 에 사용된 컴퓨터의 CPU는 Intel I5-3570이며. 메

인 메모리는 8GB, VGA 카드는 Nvidia GTX 960이다. 입

력으로 들어온 게임 화면에 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추출하여 하는 것은 OpenCV[15]  로그램으로 구

하고 Microsoft Visual Studio 2015를 통합 개발 환경

으로 사용한다. OpenCV는 컴퓨터 비 과 이미지 로세

싱 로그램 개발을 한 오  소스 라이 러리로. MS 

도우, 리 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된 버 은 

2.4이다.

3.2 구현

본 연구에서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추출하는 단계는 2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백그라운드 모델을 생

성하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학습하는 단계이다. 백그라

운드 모델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학습하여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두

번째 단계는 학습된 백그라운드 이미지 모델을 바탕으로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추출하여 하는 과정이다.

학습에 필요한 임 개수는 임의의 수로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50개의 임 개수를 학습에 필요한 임 

개수로 설정한다. 게임 화면은 게임이 이되고 나서 

등장하는 물체(객체)들이 일정 역에 나타나므로  50개

의 임 개수로만으로도 백그라운드 모델을 충분히 학

습시킬 수 있다고 단된다. 학습에 필요한 임 개수

가 많을수록 포그라운드 이미지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Table 1>은 구 된 알고리즘

을 보여 다.  

단계 1에서는 cvCreateGaussianBGModel() 함수를 이

용하여 가우시안 백그라운드 이미지  모델을 생성한다. 

1) create a BG model

2) learn the BG model

3) separate the foreground and background images 

around the learned BG model.

4) perform erosion, dilation,and smoothing operation 

based on the learned foreground image.

5) adjust the foreground image in step 4 by setting a 

threshold for the background image. 

6) Accumulate the resulting image in step 5.

7) When game play is finished, the accumulated 

image is displayed on the screen.

<Table 1> The Proposed Algorithm 

입력으로 주어진 임의 이미지가 RGB 상인 경우 

cvCvtColor() 함수를 이용하여 그 이 이미지로 변환환

다. [Fig. 2]는 게임 이 데이터  100번째 임을 

보여 다. 

(a) Input Frame

(b) Gray Image

[Fig. 2] Input Frame and Gray Image

 

변환된 그 이 이미지는 cvUpdateBGStatModel()의 

매개변수로 사용되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학습하거나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단계 2에서는 생성된 백그라운드 이미지 모델을 

cvUpdateBGStatModel() 함수를 사용하여 학습시킨다. 

cvUpdateBGStatModel() 함수는 세 번째 매개변수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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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학습하고 0인 경우에

는 포그라운드 이미지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분리한다.

단계 3에서는 학습이 끝난 경우에 수행되는데,   

cvUpdateBGStatModel() 함수를 사용하여 포그라운드 

이미지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분리한다. [Fig. 3]은 학

습이 종료되었을때의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보여 다.

[Fig. 3] Backgroud Image

단계 4에서는 추출된 포그라운드 이미지에 해 침식 

연산(cvErode())과 팽창 연산(cvDilate())을 수행한다. 침

식 연산과 팽창 연산은 각각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포그

라운드 이미지를 강조한다. 이후에 각 이미지들에 해  

cvSmooth() 연산으로 스무딩 연산을 수행한다. 

단계 5에서는 단계 4에서의 연산을 모두 수행한 후의 

포그라운드 이미지에 해 cvThreshold() 함수를 사용하

여 임계값 이상의 색상값은 255로 설정하고 임계값 이하

의 값은 0으로 설정한다. 즉 임계값이 작을수록 흰색이 

되는 역이 많아지고 클수록 검은색이 되는 역이 많

아진다. 본 구 에서는 임계값을 50으로 설정한다. [Fig. 

4] (c)에 비해 화면 앙의 조그만한 하얀 역이 사라졌

는데 이는 임계값 이하의 값이 되어서 0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a) Erode operation

(b) Dilate operation 

(c) Smooth operation

[Fig. 4] Result of Erode, Dilate, Smooth Operation

[Fig. 5] Threshold=50

단계 6에서는 단계 5에서의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하고  단계 7에서는 게임 이가 종료되면 된 포

그라운드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한다. 

3.3 구현 결과 

구 을 해 사용된 로그램은 OpenCV 2.4버 이며 

실험에 사용된 게임은 리그오 드이다. 리그오  

드 게임은 라이엇 게임즈에서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며 온라인 RTS(Real Time Strategy)에 속한다. 게임 

이를 시작하고 나서 5분 10분 20분 40분 60분이 경과 

되었을 때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추출하여 한 결과를 

보여 다. 한 결과 화면에서 포그라운드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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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추출된 역일수록 흰색을 띄며 검정색을 띈 역

일수록 포그라운드 이미지 추출이 게 된 역이다. 

[Fig. 6]은 게임 이를 시작한 이후부터 5분이 경과

되고 나서의 포그라운드 이미지에 한  결과를 추

출한 것이다. 투를 하기 해 이어 캐릭터들을 이

동하거나 NPC(Non Player Character)들이 화면 앙 

역에서 주로 등장하여서 화면 앙 역이 하얀색을 띄

고 있으며 왼쪽 상단은 백그라운드 이미지 에 캐릭터

의 정보가 계속 디스 이되고 있기 때문에 하얀색을 

띄고 있는 역이 일부 있다.

[Fig. 6] 5 minute

[Fig. 7]은 게임 이가 시작된 후 10분이 경과된 

된 결과를 보여 다.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구성하는 

객체들이 많이 앙 역과 앙 하단 역에 많이 등장

하여서 [Fig. 6]에 비해 흰색을 띄는 화면 역이 더 커짐

을 알 수 있다.

[Fig. 7] 10 minute

[Fig. 8]은 게임 이가 시작된 후 20분이 경과된 

 결과를 보여 다. [Fig. 7]에 비해 화면 앙 역에 

흰색 역이 사각형 역 모양으로 커지고 선명해졌는데 

이를 통해,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구성하는 객체들의 등

장 치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더 확 됨을 알수 있다. 이

는 시간이 지나면서 객체의 등장 치를 다양하게 함으

로써 반복 인 패턴의 게임 이로부터 발생되는 재미 

감소를 극복하기 한 것이라고 단된다.

[Fig. 8] 20 minute 

[Fig. 9] 40 minute 

[Fig. 10] 60 minute 

[Fig. 9]와 [Fig. 10]은 각각 게임 이가 시작된 후  

각각 40분과 60분이 경과되었을 때 포그라운드 이미지에 

한  결과를 보여 다. [Fig. 6]과 [Fig, 7], 그리고 

[Fig. 8]에 비교하여 많은 역이 흰색을 띄고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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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이유는 이  시간들에서보다 넓은 화면 역에서 포

그라운드 이미지를 구성하는 객체들이 등장하 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게임이 RTS 게임이므로 이 시

간이 경과할수록 포그라운드 이미지가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싱 게임이나 타 장르의 게임에서는 

장르의 특성에 맞게 포그라운드 이미지 역이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한 시간에 따른 포그라운드 이미지 역 등장 치

나 횟수 정도를 분석하고 이때 몰입도를 측정하는 경우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 설계에 도움을 

 것이다. 즉 이 시간에 따라 객체의 등장 횟수와 

치 조정에 도움을  수 있다.

4.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이어가 게임을 이하는 경우에 

어떤 역에 심이 집 되는지 알아보기 한 연구이다. 

이를 해 리그오 드 게임을 1시간동안 이 하

는 동안 동 상을 녹화하여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추출하

여 하는 알고리즘을 구 하 다. 구  결과 포그라

운드 이미지를 구성한 객체들은 처음에는 화면 앙 역

에서 많이 등장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면 

체 역으로 확 되었다. 이것은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구성하는 객체들이 동일한 화면 치에 반복 으로 나오

는 경우 게임의 재미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게임 이 시간이 경과

되면서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구성하는 객체들이 다양한 

화면 치에 나타나서 이어들의 심을 끌기 한 

설계 의도라고 단된다.

본 연구는 포그라운드 이미지 추출에 한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계 을 갖고 있다. 게임을 제작하는 경우에

는 이어를 설정하여 이 이어 별로 게임 객체를 배치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추출하는 

경우 정확한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더링 된 임 이미지에서 백그라

운드 이미지를 학습시켜서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추출하

기 때문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추출

하는 것에는 한계 을 갖고 있다.

추후 본 연구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상으로 

이어의 심 역을 분석해 볼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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