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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자이크는 여러 개의 작은 상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상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

자이크 방법  하나인 사진을 이용하여 상을 만드는 포토 모자이크 방법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 하는 기술 제안을 한다. 이미지를 원하는 사이즈의 타일로 나  다음, 나눠진 타일을 16등분을 한

다. 16등분된 이미지 각 요소들에 하여 RGB 평균값을 계산하여 총 48개 특징값을 추출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장해둔다. 그리고 타일과 비교가 될 이미지들은 이미 같은 작업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에 장이 되어 있다. 이 게 장된 값들을 통하여 유클리드 거리를 통하여 두 이미지의 유사도를 측

정하게 된다. 최 의 값을 찾으면 바로 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 있던 타일 이미지의 명암값을 새

로 삽입되는 타일에 부여를 하여, 부드러운 상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타일을 삽입할 때 이 에 사

용된 이미지는 배열의 마지막으로 옮겨지게 되며 사용횟수를 체크하여 반복  사용을 제한하 다.
 키워드 : 포토 모자이크, 유클리드 거리, 블록 매칭, 명암값 교체

1. 서론

   모자이크는 기본 인 그림에다가 작은 조각들을 

착제를 바른 곳에다 하나씩 붙여 그림이나 모양을 나타내

는 장식미술의 하나이다[1]. 그리하여 가까이서 보기에는 

작은 조각들을 볼 수 있으며 멀리서 보았을 때는 그 조각

들이 만들어 내는 하나의 큰 형상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자이크 작업은 과거에 술가들에 의해서 부

분 진행이 되어 왔으며 에 와서 컴퓨터 그래픽스 연

구자들에 의해서 비사실  랜더링 기법 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기법으로 만들어진 상들은 이미지

의 흥미성이나 술성을 높여 다.

   에는 이러한 모자이크를 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했다. 하지만 에는 가 디지털 

디바이스가 많이 출시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되

고, 일반 사용자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 트웨어들

의 등장으로 모자이크 처리에 한 심이 높아졌다. 따라

서, 최근에는 비사실  랜더링 기법은 일부 연구자들의 기

술이 아니라, 많은 그래픽 디자이 들에게도 구 의 상

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자이크 방식  하나인 포토

모자이크를 생성하는 기술에 해서 소개하고, 컴퓨터 알

고리즘을 사용해 자동 생성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모자이크와 

련된 기술에 하여 설명하고, 3 에서는 제안하는 포토 

모자이크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4 에서는 이에 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5 에서 결론을 짓겠다.

2. 련 연구

   포토모자이크가 Silvers and Hawley[2]에 소개되고 나

서 몇몇의 로그래머에 의해서 로그램이 개발되기는 

하 지만, 속도개선이나 품질향상에 한 연구에는 아직은 

미약하다. 그리고 배포되는 포토모자이크는 부분 수작업

을 하는 것이 실이다. 

   비디오 모자이크는 소스 상들로부터 이미지를 추출하

여 타겟이 되는 상에 타일로 배치를 하여 모자이크 동

상을 만드는 것이다[3]. 이 기술은 동 상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Y, I, Q 모델의 값을 이용하여 Color 

Matching을 하게 된다. (그림 1)은 소스 상들에서 결과

물을 만든 것을 보여주는 이다. 한 Color Correction

에서는 오버 이를 통하여 원본의 상을 알아 볼 수 있

게 하 다. (그림 2)는 Color Correction후의 결과물을 보

여주는데 이는 Color Matching만 통한 결과물 보다는 보

다 부드러운 상을 제공한다. 이 게 만들어진 상은 시

청자로 하여  흥미를 이끌 수가 있다. 하지만 10 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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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지는 동 상을 제작하기 해서는 3시간 47분이라

는 시간이 걸린다. 는 당 30 임인 동 상에서 포토

모자이크를 통한 상은 세부 인 타일에 한 이미지를 

보여  수 없고 단순한 모자이크 효과만 달될 뿐이다. 

(그림 1) Color Matching 

후 모자이크 결과

   
(그림 2) Color Correction 

후 모자이크 결과

 Fast Photomosaic[4]은 기존의 포토 모자이크에 비해서 

속도를 개선한 것으로 보여진다. RGB를 통하여 Color 

Matching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 는지는 

자세히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속도를 

개선하고자 제안하 던 사항은 타일 이미지 정보를 수집

할 때 3×3으로 이미지를 나 고 RGB 각각의 채 별로 데

이터베이스에 장을 하면 27개의 요소들로 장이 되게 

된다. 이 요소들은 각 역의 평균값들로써 타겟 이미지의 

타일에 비교되어 입되게 된다. 사실 이 방법은 Fast 

Photomosaic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개발 기술들과 조된 

실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린다. 320×240 

크기의 포토 모자이크를 생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980

이다. 1024×768은 32.487 가 필요하다. 한 이 상에 

쓰인 타일 같은 경우는 알아보기도 힘들며, 색상 조정의 

작업도 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은 Fast 

Photomosaic을 통해서 생성된 결과 이미지들이다.

(그림 3) Fast Photomosaic 결과 이미지

3. 제안하는 포토 모자이크 기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포토 모자이크 기술은 크게 4 

단계로 구성된다. 즉, 이미지 분할, 이미지 비교, 이미지 

복사용제한, 컬러튜닝의 네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

미지 분할과정에서는 입력받은 이미지를 타일 사이즈에 

맞게 분할한다. 이미지 비교에서는 분할된 타일 이미지를 

불러진 타일 이미지랑 비교를 하게 된다. 이 게 비교된 

타일 이미지는 사용된 횟수에 따라 이미지 최소 복 작

업 처리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배치될 타일 이미지는 

원래의 타일 이미지의 명암값을 수정하여 입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타일의 크기로 64×64를 사용하 다.

   

   3.1 이미지 분할

   이미지를 (그림 4)와 같이 정해진 타일사이즈로 분할을 

한다. 그리고 분할된 각 타일들에 하여 (그림 5)와 같이 

16등분이 되어 나눠진 각 역의 RGB 평균값을 계산하여 

특징값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비교될 배경 이미지

도 (그림 6)과 같이 같은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원본 

이미지의 각각 타일들과 배경으로 쓰일 타일들은 각각 48

개의 특징값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최 의 

타일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그림 4) 원형 상을 타일크기로 분할 

(그림 5) 타일을 16등분하여 블록당 RGB 평균값 계산 

(그림 6) 비교할 배경이미지의 16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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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클리드 거리로 타일 이미지 비교

   3.2 이미지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은 아래 식과 같이 유클리드 거리(Euclid 

Distance)를 이용하여 두 이미지의 유사도를 측정하 다. 

유클리드거리(Euclidean distance)는 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다. 

    ⋯      



 



  


이를 유사도 측정에 이용하기 하여 식을 다시 표 하면 

                와 같고, D는 

원본 이미지의 한 과 비교 이미지의 한 에서 RGB 각

각의 채 의 차이에 의한 거리값을 나타낸다. 이 값은 낮

을수록 두 상의 유사도는 높게 되며 모든 의 비교값

을 계산하여서 가장 낮은 수치의 값을 가진 비교 이미지

를 그 치에 배치하게 하는 방식이다. 보통 픽셀 단 로 

비교를 하게 되며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동 이며, 큰 사이즈의 이미지에는 유사도를 비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48개의 특징 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 다.

  
 



 

   따라서 선행 작업이 수행되고 나면 (그림 7)과 같이 

장된 값들로 이미지 유사도를 비교하게 된다. 이는 기존에 

유클리드 거리로만 비교되던 방법에 비해 비약 인 속도

향상을 보 으며 16등분된 역의 평균값으로 제공되는 

결과 한 높은 수 을 보여주었다.

   3.3 이미지 복사용제한

   타일 이미지를 입시에 주변 색깔이 비슷하여 같은 

이미지가 무 많은 횟수로 입되게 되면 비된 배경타

일도 모두 사용하지 않고 결과물도 같은 타일을 이용한 

결과물을 만들게 된다. 그리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특정 타일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횟수를 체크를 하고 

제한한도(default 5)를 넘어가면 그 타일 이미지는 더 이

상 사용할 수가 없다. 횟수를 제한하더라도 제한한도내의 

배경타일이 한번에 나오는 것을 막기 해서 사용된 이미

지는 배열의 가장 마지막에 치하게 된다. 

   3.4 컬러튜닝

   컬러튜닝은 이미지들의 비교만으로 타일 이미지를 배

치하게 된다면, 최 의 값으로 배치된 값이지 원본 타일 

이미지의 값을 동일하게 가지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원본

과 결과물을 조를 하게 된다면 원본과 색감이 많이 다

르다는 것을 찾아 낼 수 있게 된다. 이에 알고리즘은 HSI

값  Intensity(명암)을 원본타일과 교체될 타일의 값으로 

바꾸어서 입하여 컬러튜닝을 하 다 (그림 8). 

(그림 8) 타일의 명암값 교체 과 교체 후의 상

4. 실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Intel(R) Core i5 650 로세서, 

nVidia GeForce 310, 메모리 3GB DDR3의 사용 환경에서 

테스트 하 다. 

   (그림 9) 와 (그림 10)은 실험에 사용한 원본 이미지이

며 (그림 11)과 (그림 12)는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수행한 

포토 모자이크 결과를 보여  상이다. 그림에 나타난 것

과 같이 원본 이미지에 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생성한 포토 모자이크 상의 품질이 정성 으로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0개의 타일 이미지를 사용하 고, 64x64픽셀크기로 

바탕화면으로 사용하 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는 <표 1>

에 요약되어 있으며, 3072×2304의 이미지를 계산하는데 

평균 5 의 시간이 소모되었다. 

제안한 포토 모자이크

사이즈 3072 x 2304

타일 개수 1728

타일 크기 64 x 64

CPU사용율 30%

수행시간 5

<표 1> 알고리즘 성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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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원본이미지1

(그림 10) 원본이미지2

5.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자동 포토 모자이크 생성 방법을 제안

하 다. 특히, 타일의 16등분하여 48개의 특징 을 계산하

여 활용함으로서 수행시간을 단축하고 성능의 향상을 얻

을 수 있었다. 향후에는 RGB 평균값을 단순 비교가 아닌 

최 의 유사 이미지를 찾았을 경우 그 이미지와 같은 값

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비교가 될 

상 이미지들의 특징들을 미리 뽑아서 장할 필요가 있

는데, 이에 해서 양자화와 같은 방법을 쓸 것인지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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