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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진 합성방식과 다르게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자가촬영 사진의 주변 배경을 확장해
나가며 합성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근사 근접 이웃 기반의 프러덕트 양자화를 이용해 이미지 기술자를 양자화하여
유사한 사진을 검색하였고, 위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블록 형식의 격자로 기술자에 가중치를 주었다. 이러한 방식은
색상뿐만 아니라 사진의 질감 또한 고려하여 원본 사진과 유사한 사진의 검색이 가능하고, 유사한 사진에 포아송 이미지
에디팅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주변 사진을 합성하여 결과물을 생성한다. 이를 통하여 이미지 검색 후 합성을 사용하여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주변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기존 원본 사진보다 몇 배
확장 할 지만 결정하면 기존의 사진 합성 방식처럼 합성할 영역을 특정하지 않아도 새로운 사진을 생성하는 장점이 있다.

개요
Query Image
Result Image

Feature
Extraction
Large-scale DB
Feature
Extraction

Poisson Image
Editing

Product
Quantization

연구 결과

목표
 대용량 데이터 셋에서 이미지 검색을 활용한
자가촬영 사진의 주변 배경 합성

연구 내용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 셋에서 ANN 기반의
Product Quantization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
하여 작은 데이터 셋으로 재구성 함
 이미지로부터 8 x 8 블록 형식의 GIST와 HSV 색
공간의 LBP 기술자를 추출하여 아래의 거리 계산
식으로 각각의 패치와 합성할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함
𝑑𝑑𝑔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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𝑑𝑑𝑣𝑣 =

𝑔𝑔𝑖𝑖 − 𝑔𝑔𝑗𝑗
ℎ𝑖𝑖 − ℎ𝑗𝑗
𝑠𝑠𝑖𝑖 − 𝑠𝑠𝑗𝑗

𝑣𝑣𝑖𝑖 − 𝑣𝑣𝑗𝑗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 = 𝑤𝑤 · 𝑑𝑑𝑔𝑔 + 𝑤𝑤 · 𝑑𝑑ℎ + 𝑤𝑤 · 𝑑𝑑𝑠𝑠 + 𝑤𝑤 · 𝑑𝑑𝑣𝑣

제안된 기법

Adobe 사의 Content-aware fill

 MIRFlickr-25000 이미지 데이터 셋의 25,000장을
5,000장으로 재구성함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원본 사진 주변과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하여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원본 사진 주변을 확장함
 GIST 기술자와 HSV 색 공간의 LBP 기술자를
함께 사용하여 색상뿐만 아니라 사진의 질감도
고려하여 검색함
 기존의 방식처럼 원본 사진 속의 영역을 복사하
여 나머지 부분을 채우지 않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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