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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기반 영상 인페인팅을 위한 텍스쳐 가비지 제거 알고리즘

공 영 일a), 이 시 웅a)‡

Texture Garbage Elimination Algorithm for Exemplar-based Image 
Inpainting

Young Il Konga) and Si-Woong Leea)‡

요 약

영상 인페인팅(image inpainting)이란 입력 영상에 훼손되거나 빈 영영이 존재할 경우 이 영역을 자연스럽게 채워 영상을 복원해내
는 영상처리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예제 기반(exemplar-based) 영상 인페인팅의 단점 중 하나인 텍스쳐 가비지(texture 
garbage)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상 인페인팅 기법을 제시한다. 기존 기법과 달리 영상의 텍스쳐는 통계적으로 정적
(stationary)이라는 가정 하에 정적인 소스 패치만을 후보 패치로 샘플링 한다. 이를 통해 주변 신호와 일치하지 않는 신호인 텍스쳐
가비지가 타겟 영역에 복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제안 기법을 이용한 텍스쳐 합성이 기존 기법에 비해 더욱 자연스
러운 영상 인페인팅 결과를 생성함을 확인한다.

Abstract

Image inpainting is an image processing technique that restores an image by naturally filling the empty or damaged regions in 
an image. In this paper, we present a new image inpainting technique that can suppress the generation of texture garbage which is 
one of the artifacts of existing exemplar-based image inpainting. Unlike the existing technique, only the stationary source patch is 
sampled as the exemplar patch based on the assumption of spatial stationarity of the texture. This prevents the texture garbage, 
which is an inconsistent piece of texture from being copied to the target region.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texture 
synthesis using the proposed method produces more natural inpainting results than the exi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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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 인페인팅은 입력 영상의 훼손되거나 비어 있는 영

역을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채워 복원하는 과정을 의미한

다. 를 입력 영상 I의 정의역이라 할 때 는 영상에서

채워진 영역인 S와 비어 있는 영역인 U로 구성된다. 즉, 
 S∪U이다. 영상 인페인팅의 목적은 U  영역의 각 화

소 의 색상을 S 영역의 밝기 신호를 이용하여 추정함으로

써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때 복원된 영역은 최대한 시

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야 한다.
기존의 영상 인페인팅 기법들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

다. 확산 기반의 인페인팅 기법은 주변 화소 값으로부터

복원될 영역으로 선형 구조를 확산시켜가며 빈 영역을 채

운다[1-2]. 이 기법은 복원될 영역이 큰 경우에는 질감 정보

를 살릴 수 없고 블러링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을 갖는다. 
반면에 예제 기반 인페인팅은 텍스쳐 합성을 이용하는 기

법으로 주변 영역의 텍스쳐를 샘플링하고 이를 이용하여

빈 영역을 채워나가는 방식이다[3-4]. 이 기법은 영상의 질

감은 잘 보존하나 영상 내의 선형적 구조를 잘 살리지 못

하는 단점을 갖는다. Criminisi 등은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예제 기반 인페인팅 기법을 제안하였다[5]. 이 기법에

서는 선형 구조의 효율적인 전파를 위해 인페인팅 패치의

우선순위 함수를 설계하여 이 우선순위에 따라 인페인팅

을 진행함으로써 영상의 선형적 구조를 잘 살릴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낸다. 
기존의 예제기반 인페인팅 알고리즘이 갖는 단점으로는

끊겨진 에지와 텍스쳐 가비지 등이 대표적이다[6]. 이중 텍

스쳐 가비지는 인페인팅 된 영역에서 주변 텍스쳐와 상관

성이 없는 상이한 특성의 텍스쳐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

한다. 텍스쳐 가비지는 타겟 영역의 자연스러운 복원을 방

해함으로써 복원 영상의 시각적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텍스쳐 가비지의 생성을 억제

할 수 있는 새로운 예제기반 인페인팅 알고리즘을 제시한

다. 

Ⅱ. 본 론

1. 예제 기반 텍스쳐 합성 기법

Criminisi 등이 제안한 예제 기반 영상 인페인팅은 S영역

과 U영역의 경계에 있는 일정 크기의 패치들에 대해 우선

순위를 계산한 다음, 우선순위가 높은 패치부터 빈 영역을

채워가는 방식이다[5]. 화소   위치의 패치 는 S에 속하는

영역과 U에 속하는 영역으로 구성된다. 즉,  
∪

. 

에 대한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의 신뢰도 항과 데이

터 항의 곱으로 결정된다. 즉, 

  (1)

는 패치 면적 대비 
  영역에 속하는 화소들의 비

율인 신뢰도 항이며, 는 패치 내에 임의의 구조가 존

재하는지를 반영하는 데이터 항으로 Criminisi의 기법에서

는 기울기 기반의 데이터 항을 제안하였다. 즉, 식 (1)은 복

원될 패치에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

지와 복원될 패치의 중심 화소에서 영상의 기울기가 얼마

나 강한지를 판단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됨을 의미한다.
경계 화소들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

은 패치의 빈 영역인 
을 채우기 위해 아래 식에 따라 현

재 패치에 가장 유사한 패치  를 영역 S에서 탐색한다.

 

  argmin∈  (2)

여기서  는 두 패치 사이의 거리함수로 기존 기

법에서는 알고 있는 영역에 속하는 대응 화소들 간의

SSD(sum of squared difference)로 계산한다. 즉,
 

  
 

  (3)

여기서 
는 후보 패치  

∪
에서 

에 대응되는

화소들로 구성되는 영역을 나타낸다.
가장 유사한 후보패치가 탐색되면 현재 패치의 빈 영역


는 의 대응 영역인 

의 신호를 복사하여 채운다. 

이상의 과정이 모든 U영역이 인페인팅 될 때까지 반복 수

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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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텍스쳐 가비지의 예: (a) 채우기 이전 영상 (b) 텍스쳐 가비지
Fig. 1.  Example of texture grabages: (a) image before filling (b) texture 
garbages

2. 정적 성질을 이용한 텍스쳐 합성

기존의 예제기반 인페인팅은 유사패치 탐색과정에서 두

패치의 알고 있는 영역인 
와 

 간의 SSD를 거리함수로

이용한다. 따라서 만약 예제 패치로 결정된 패치 의 
 

영역이 잡음처럼 
  영역과 상관성이 없는 공간적으로 비

정적(non-stationary)인 신호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 신호가


 영역에 복사되어 그림 1의 예와 같이 텍스쳐 가비지로

나타나게 된다. 제안 기법에서는 이러한 텍스쳐 가비지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패치의 공간적 정적 성질에 기반한

예제 패치 탐색 기법을 제안한다. 
후보패치  

∪
가 공간적으로 정적이라면 두 영역


와 

의 통계적 특성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영역에 
  영역과 균일하지 않은 잡음이 포함되어 있다면

두 영역의 통계적 특성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 성질을

바탕으로 제안 기법에서는 패치의 공간적 정적 특성을 통

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적 특성을 만족하는 패치만을 후보패

치로 고려한다. 이를 통해 주위 영역과 일치하지 않는 신호

가 빈 영역에 복사되어 전파되는 텍스쳐 가비지가 발생되

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후보 패치의 정적 특성을 판단하기

위한 판정식은 다음처럼 설계하였다. 




≤ ∙
 (4)

여기서 
와 

는 각각 
영역의 밝기값의 평

균과 표준편차이다. 즉,  영역과 
 영역의 평균 밝기값

의 차이가 임계치 이하인 패치를 정적인 패치로 판정한다.
정적 특성을 만족하는 패치들이 가려지게 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패치들 중에서 예제 패치를 검색한다. 두 번

째 단계는 기존 기법과 동일하게 SSD 거리 함수를 이용하

여 예제 패치를 선택하였다. 표 1은 후보 패치의 정적 조건

을 도입한 수정된 예제 기반 인페인팅 알고리즘을 나타낸

다.

Ÿ Extract the manually selected initial front  

Ÿ Repeat until done:
① Identify the fill front  . If   ∅ , exit.
② Compute priorities  ∀∈ .
③ Find the patch   with the maximum priority.
④ Find the exemplar ∈  that satisfies 


 
≤ ∙ 

  and minimizes  

⑤ Copy image data from   to  .

⑥ Update  ∀∈


표 1. 제안 인페인팅 알고리즘
Table 1. Proposed inpainting algorithm

Ⅲ. 실험 결과

실험에서는 제안 방식의 성능 분석을 위해 예제 기반

인페인팅의 대표적인 방법인 Criminisi 등이 제안한 방법[5]

을 기존 방법으로 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에서 패치

의 크기는 9×9로 설정하였으며 식 (4)의 값으로는 1.0을
사용하였다. 그림 2 ~ 그림 3은 제안 방식과 기존 방식의

인페인팅 결과를 보인다. 
그림 2는 번지 점프영상에서 사람을 제거한뒤인페인팅

한 영상을 보여준다. 기존 방식의 복원 영상에서는건물위

수풀 사이에 건물의 일부가 포함되어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호수의 가장자리에 나무의 질감이

호수 안쪽으로 번져 복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안 방식의 결과 영상에서는 이러한 텍스쳐 가비지 현상

이 발생하지 않아 보다 자연스러운 복원 영상이 얻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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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번지점프 영상의 실험 결과: (a) 원본 영상 (b) 객체 제거 영상 (c) 
기존 방식 (d) 제안 방식
Fig. 2. Experimental results for bungee jump image: (a) original image 
(b) object removed image (c) conventional method (d) proposed method

그림 3은 표지판의 기둥을 포함한 일부 영역을 제거한

뒤인페인팅 한 결과 영상을 보여준다. 두 방식 모두 식 (1)
의 데이터 항에 의해 기둥의 에지가 타겟 영역으로 우선적

으로 확장됨으로써 기둥이 끊김 없이 잘 복원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방식의 복원 영상은 복원된 기둥의

오른쪽 영역에 배경의 수풀과는 다른 질감의 신호가 복원

되어 텍스쳐 가비지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제안 방식의

복원 영상에서는 이런현상이많이완화된 것을볼수 있다. 

Ⅳ. 결 론

텍스쳐가비지는 예제 패치의 타겟 영역에 소스영역과 균

일하지 않은 신호가 존재할 경우 발생한다. 제안 기법에서는

예제 패치의 탐색 과정에서 공간적 정적 특성을 만족하는 패

치만을 고려함으로써 텍스쳐 가비지의 발생을 억제하는 새

로운 인페인팅 기법을 제시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더욱 자연스러운 인페인팅 결과 영상을 생

성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3. Sign 영상의 실험 결과: (a) 원본 영상 (b) 객체 제거 영상 (c) 기존
방식 (d) 제안 방식
Fig. 3.  Experimental results for Sign image: (a) original image (b) object 
removed image (c) conventional method (d)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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