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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bCut의 자동 객체 추출을 위한 저주파 영역 탐지 

기반의 윈도우 생성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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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GrabCut 알고리즘은 자동 객체 추출이 아닌 사용자가 객체 영역에 사각형 윈도우를 설정해야하는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 시스템으로 변환하기 위해 인간의 시각 시스템을 기반으로 영상에서 가장 눈에 띄
는 영역을 탐지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주의 시각 영역인 Saliency Map을 생성하기 위해서 인간이 색채를 감지하는 
‘적/녹’ ‘황/청’의 대립색설을 기반으로 하는 Lab 색공간을 이용하여 생성한다. 생성된 Saliency Map을 주파수 공간으
로 변환하여 저주파 영역에 국부적인 경계를 나타내고 경계를 탐지해내어 Saliency Point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Saliency Point의 좌표 값을 이용하여 윈도우를 자동으로 생성한 후 GrabCut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객체를 추출하였다. 

다양한 영상에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객체 영역에 자동으로 윈도우가 생성되었고 객체가 추출되었다.

주제어 : 현저한 지도, 그래브 컷, 가우시안 혼합 모델, GrabCut 윈도우 생성

Abstract  Conventional GrabCut algorithm is semi-automatic algorithm that user must be set rectangle window 
surrounds the object. This paper studied automatic object detection to solve these problem by detecting salient 
region based on Human Visual System. Saliency map is computed using Lab color space which is based on 
color opposing theory of 'red-green' and 'blue-yellow'. Then Saliency Points are computed from the boundaries 
of Low-Frequency region that are extracted from Saliency Map. Finally, Rectangle windows are obtained from 
coordinate value of Saliency Points and these windows are used in GrabCut algorithm to extract objects. 
Through various experiments, the proposed algorithm computing rectangle windows of salient region and 
extracting objects has been proved

Key Words : Saliency Map, GrabCut, Gaussian Mixture Model(GMM), Window of GrabCut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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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멀티미디어의 속한 발달로 인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는 상이 생성되었고 이를 처리하기 한 

상 처리 과정의 속도가 향상되었다. 이로 인하여 연산

양이 많은 상처리 분야가 재조명 받고 있는데 표

으로 3D 산업이 있다. 3D 산업은 화 아바타를 시작으

로 IMAX 화  등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하 다. 그러나 

3D 콘텐츠 생성 방법인 스테 오 카메라 촬 이나 이미

지 편집 툴을 이용하는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

어 3D 콘텐츠 공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생성

된 3D 콘텐츠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3D 콘텐츠의 생성을 

한 2D-3D 자동 변환 기법의 연구가 집 되고 있다. 

2D-3D 자동 변환은 객체와 배경을 검출하고 각 역에 

다른 깊이를 할당하여 3D 상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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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객체 추출의 결과는 2D-3D 변환 결과의 품질을 결정

하게 된다. 따라서 높은 정확도를 갖는 자동 객체 추출 

결과를 얻기 해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1]

그러나 상에서 객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은 복

잡한 작업이다. 각 상 마다 객체의 색상, 질감, 경계선 

등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에 용되는 알고리

즘을 구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인간의 시각 시스템을 바탕으로 객체 역을 설정한

다. 시각 시스템  인간의 주의시각에 한 연구결과[8]

를 살펴보면 인간은 상을 볼 때 그 상에서 에 띄는 

몇몇 역에만 주의를 가한다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주

의시각을 기반으로 Saliency Map을 생성하여 객체 단 

기 을 정한다. 한 주  역에 민감한 시각 시스템

을 반 하여 주  역만을 탐지하고 객체 역으로 설

정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객체를 

추출하기 해 GrabCut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객체를 추

출하는데 GrabCut알고리즘은 설정된 객체 역과 배경

역의 확률분포를 추정하여 분할하는 알고리즘이다.

2. 관련연구

이 에서는 기존의 Saliency Map과 기존의 Grabcut

알고리즘에 한 연구들에 하여 소개한다.

2.1 기존의 Saliency map

인간의 주의시각 시스템을 모방하여 컴퓨터 상 처

리 시스템에 도입하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인간

의 주의시각을 모방한 최 의 계산  모델인 Saliency 

Map은 Ullman와 Koch[11]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그 이

후 주목할 만한 Saliency 생성 모델로는 Itti-Koch[10]모

델이 있다. Itti-Koch모델은 명도, 색상, 방 정보를 이용

한 가장 일반화된 Saliency map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이론에 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인 문제

에 해 제 로 용하지 못하여 재까지 다양한 연구

가 시도되고 있다. Niebur[13]등은 각각의 Saliency Map

에 비선형 방식으로 만들었으며 각각의 특징 지도에 일

정 가 치를 용하여 Saliency Map을 생성하 다.

2.2 기존의 GrabCut

객체와 배경의 확률 분포를 이용한 객체 추출 방법에 

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표 으로 Boykov[3]는 그

이 상에 해 graph cut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제안 하

다. graph cut 알고리즘은 객체와 배경의 일부분을 사

용자가 지정하고 지정된 역의 분포를 이용하여 각 화

소의 에 지 함수(energy function)을 정의한 후, 에 지 

함수의 최소화[4]를 통해 객체를 분할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러한 graph cut알고리즘을 이용하여 Rother[14]는 

GrabCut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Rother의 GrabCut 알

고리즘은 Gray 상으로부터 trimap 를 얻고 상의 

객체와 배경 역의 분포를 나타내기 해 GMM 

(Gaussian Mixture Model)을 구성한다. 물체와 배경의 

GMM은 trimap 역의 배경 역인  , 객체 역인 

로부터 각각의 가우시안 요소(Gaussian components)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GMM을 갱신한 후 윤곽선 정보 패

티를 기반으로 그래 를 형성한다. 에 지 최소화 함

수를 통하여 그래  가 치를 구하게 되는데 가 치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화소들에 해서 양방향 상태 이를 

수행하여 객체나 배경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GrabCut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MicroSoft 

Office의 Carsten과 Vladimir[5]등은 컬러 상에서 더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GrabCut 알고리즘을 연구하 다.

3. 자동 객체 추출을 위한 GrabCut

기존의 GrabCut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한 

알고리즘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GrabCut 알

고리즘에서 사용자가 직  입력해야 하는 도우 생성 

부분을 수정하여  자동 알고리즘으로 변환하 다. 한 

Saliency Map을 이용하여 객체와 배경을 분할해내는 변

수들을 미리 할당함으로써 연산속도를 향상시켰다. 이 

에서는 Saliency Map을 생성하고, 주 수 공간으로 변

환하여 객체 역을 둘러싼 도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과정과 trimap 역의 객체 역인 를 할당한 GrabCut

기반의 자동 객체 검출기법을 제안한다.

3.1 Lab 색공간을 이용한 Saliency map

인간의 색상 정보를 받아들이는 신경  세포에는 색

상 비에 강하게 반응하는 동질(homogeneous)의 형태 

수용야를 가지고 있다. 동질의 형태 수용야를 가진 

R+G-(‘ /녹‘ 립)세포와 B+Y-('청/황’ 립)세포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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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하여 CIE에서는 Lab 색공간을 정의하 다. L은 명

도(luminance)를 말하고 a와 b은 /녹(red/green)과 청/

황(blue/yellow)을 나타낸다[6].

본 논문에서는 3채 인 Lab 색공간을 일정 가 치를 

두어 1채 인 Saliency Map으로 정규화한다. Saliency 

Map을 생성하기 하여 첫  번째로 RGB 컬러 상을 정

규화하고 Lab 색공간으로 변환한다.:

   













 









× 
  (1)

는 입력 상의 좌표 값이고  , 는 각각 상

의 비와 높이이다.   는 입력 상를 정규화

한 Lab색공간이다.

Saliency Map은 일정 가 치를 둔 다음과 같은 식으

로 생성한다.:

  

        (2)

  는 정규화 하지 않은 입력 상 의 Lab 색 

공간이다.

          (a)                     (b)

[그림 1] (a) 입력 영상,  (b) Saliency map

3.2 저주파 영역 탐지

인간의 시각은 주 수 역에서 해석하는데, 주 에 

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생성

된 Saliency Map을 주 수 역으로 변환하고 주 와 

고주 의 차를 통하여 주  역의 경계를 나타내고 

이를 탐지한 Saliency Point를 생성하여 주  역을 

둘러싼 도우를 설정한다.

먼 , Saliency Point을 검출하기 해 다음 식과 같은 

가우시안 필터를 해 다. 

 ⊗         (3)

는 Saliency Map이며 상의 잡음제거를 해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한다. 실험을 통해     값으로 

를 얻었다.

주  역의 국부 인 경계를 나타내기 하여 가

우시안 역  공간 필터(Gaussian Low Pass Filter)를 

이용한 와 가우시안 고역  통과 필터

(Gaussian High Pass Filter)를 이용한 의 차를 

구한다. 각각의 차를 구한 은 다음과 같이 구해

진다.:

  







            (4)

  







         (5)

          (6)

경계가 나타난 의 Saliency Point을 검출하기 

하여 의 경계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a)                 (b)

[그림 2] 영상 내의 경계 영역 함수. (a) , (b) 

그림(a)의 블록 내 픽셀 변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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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의 사각형 블록 내의 픽셀 변화 함수는 일

반 인 상의 경계에서 보이는 이차 곡선이 아닌 삼차 

곡선 형태를 갖게 된다. 경계 역 함수는 그림 (b)와 같

고 과   변곡 을 탐지하여 Saliency Point을 구한다. 

변곡  를 구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

다.:

   


×


 (7)

는 3차원 이산함수를 나타내며 는 이산 값의 

간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aliency Point의 좌표의 최 ·최소를 구

하고 도우를 설정한다.

생성된 도우는 GrabCut의 객체를 둘러싼 도우로 

쓰이며 GrabCut 알고리즘은 도우 내의 객체를 추출한

다.

  

(a)          (b)          (c)          (d)

[그림 3] 윈도우 생성 과정. (a) 입력 영상, (b)  

(c) Saliency Point, (d) 윈도우 생성

3.3 trimap 

GrabCut 알고리즘은 반복 인 가역 알고리즘

(Interactive Reversible GrabCut)으로 알고리즘의 상태 

변화가 없을 때 까지 반복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러한 알

고리즘 구성상 반복되어 수행되므로 연산시간이 긴 단

이 존재한다. 따라서 알고리즘이 수행되기 에 Saliency 

Map을 이용하여 객체 역인 변수인 를 미리 할당함

으로써 반복 횟수의 감소 결과를 얻었다.

trimap의 를 할당하기 해 Saliency Map의 도

우 내에 임계화 과정을 거치고 이진화하여  역을 할

당하 다. 임계화 방법으로는 Otsu임계화를 사용하 다.

   (a)          (b)           (c)         (d)

[그림 4]  할당 과정. (a) 입력 영상, (b) Saliency map 

(c) 윈도우 내에 이진화 영상, (d) 영역 할당

3.4 객체 추출

GrabCut알고리즘은 사각형 도우 외부를 배경 역

으로 취 하고 도우 내부와 외부의 분포를 이용해서 

객체를 추출한다.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GrabCut 알고리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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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실험 데이터로 마이크로 소 트 리서치 아시아의 

요 객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고 1000장의 이미지   

71.3%의 정확률로 객체 역에 도우가 생성 되었다

[15].

  (a)          (b)          (c)          (d)

[그림 6] (a) 입력 영상, (b)  (c) 윈도우 생성, (d) 객체 

추출 영상

주  역을 이용한 도우를 생성함으로써 상의 

배경이 복잡한 경우에도 도우가 생성 되었고 상에 크

기에 비해 비교  작은 객체에 해 정확한 도우 생성

이 가능했다. 정확하게 도우가 생성되지 못한 경우는 

Saliency Map에서 주의시각 특징이 없는 경우와 객체의 

크기가 상의 크기의 80%이상일 정도로 큰 경우이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사람이 직  

객체를 설정하여 추출한 지상 검증 자료(Ground Truth)

와 본 논문의 객체 검출 결과를 비교하여 정확율

(Precision), 재 율(Recall)로 평가하 다. 한 Saliency 

Map을 이용하여 객체를 검출한 타 논문의 방법과 비교

하 다.

[그림 7] 정확율-재현율 비교 결과

1000장의 이미지를 실험 데이터로 사용했으며 제안하

는 알고리즘은 0.9225의 정확율과 0.8826의 재 율을 나

타냄으로써 타 논문의 객체 추출 방법보다 나은 결과를 

얻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Lab 색공간을 이용하여 비선형 방식으

로 Saliency map을 생성하 다. Lab 색공간의 각 채 마

다 정규화한 가 치를 두었기 때문에 Lab의 각 특징을 

두루 용할 수 있었다.

, 주 수 역에서 해석하고 주 에 민감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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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각 시스템을 모방하여 상의 주 수 공간에서 

주  역 탐지를 연구하 는데, 그 결과 주  역을 

둘러싼 도우를 생성하 고 객체 역에 보다 나은 

도우가 생성되었다. 생성된 도우는 GrabCut 알고리즘

에 입력 값으로 사용되어 자동으로 객체를 추출할 수 있

었다. 하지만 Saliency Map 생성에 있어서 Lab 색공간의 

특징이 없는 경우 객체 역을 탐지하지 못하 다.

향후 개선해야 할 방향은 객체라 단할 수 있는 단서 

특징들의 다방면 근이다. Lab 색공간의 특징과 다른 

단서 특징인 윤곽선 정보나 질감 정보 등을  결합한

Saliency Map을 이용한다면 좀 더 신뢰성 있는 객체 추

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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