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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특징점 기반의 물체인식 알고리즘은 물체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물체에 일정 각도와 거리 이내로 접근해야 한다. 영
상처리에서의 주목 알고리즘은 영상의 Low-level Feature들을 조합하여 자극도를 계산한다. 그리고 주목도가 높은 순서
대로 시점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원하는 물체가 있는 곳의 주목도를 높이면 로봇이 물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동 방향을 정할 수 있다. 기존의 주목 알고리즘은 영상의 Low-level Feature를 동등한 비율로 사용하였지만 본 논문에
서는 질의를 한 물체를 찾기 위해 질의 물체의 속성을 분석하여 주목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Feature의 크기에 가중치를
줌으로써 질의를 한 물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순서로 자극도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 연구가 있다.[3][4].

1. 서론

영상의 자극도를 계산하는 Bottom-up Approach는
영상으로부터

물체가 다수 존재하면 자극도가 무작위로 분포하여

Semantic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물체인식은 대표적

목표 물체를 찾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인 Semantic정보이다. 예를 들면 David. Lowe의

물체가 두개 이상 존재하는 영상에서는 목표 물체의

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SIFT)[1]은 영

자극도를 강화하면 정확하게 목표에 주목할 수 있

상에서 강인한 특징점을 추출하여 Database와 비교

다. 인간의 두뇌에는 사전 기억이나 지식을 기반으

한 뒤 어떤 물체인지 알아낸다. 이 알고리즘은 물체

로 주목할 곳에 대한 Bias를 주는 IT (Inferior

인식률이 매우 뛰어나지만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Temporal)라는 기관이 존재한다[2]. [그림 1]의 상단

물체 영상을 얻기 위한 각도와 거리 제한이 존재한

에 위치하는 IT는 Retina로부터 들어오는 시각 자극

다. 따라서 물체 인식률을 높이기 로봇이 목표에 접

을 처리하여 인간이 주목할 부분에 대한 자극만을

근하려면 현재상태에서 얻어진 영상 정보로 로봇이

강화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IT를 시각 주목 알고리

진행할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즘에 적용한다. 목표 물체의 Low-level Feature정보

지능로봇은

비전센서를

이용하여

인간의 주목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인간은 어떤 물건을 찾을 때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극과 사전 기억을 이용하여 주목을 해야 할 지점
을 찾아낼 수 있다[2]. [그림 1]은 인간의 주목 알고
리즘모델과 그에 해당하는 두뇌의 부위를 나타낸다.
하단에서 상단 방향이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의
방향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처
리에서도 Low-level Feature들을 추출하여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자극도를 계산할 수 있다. 대표적으
로 Itti와 Koch의 시각 주목(Visual Attention)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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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간의 두뇌 및 주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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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산하여 시각 주목 알고리즘에서 자극도를 구성
하는 성분 중에서 목표 물체에 해당하는 성분을 강
화시켜 물체가 있는 위치의 자극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영상을 구성하는 특징은 크게 Texture와 Shape로
나눌 수 있다. Texture는 색을 예로 들 수 있고,
Shape은 외곽선이 대표적인 예이다. 색은 멀리서도
인지가 가능하지만 외곽선의 경우는 시점에 구애받
을 수 있다. 실제로 Low-level Feature들의 시점 이
동에 대한 기여도를 조사한 논문[5]에 따르면 색이
시점이 이동하는 위치를 결정하는데 70%이상의 영

[그림 2] 시스템 구조도

향을 끼치게 된다. [5]의 연구를 토대로 질의 물체의
색상 성분을 분석하여 자극도 계산을 위한 색상 성

2.1 입력 영상 및 가우시안 피라미드 구성

분 중에서 질의 물체를 구성하는 색상 순으로 가중
치를 부여한다.

색의 종류는 적색(R), 청색(B), 녹색(G), 황색(Y)

자극도를 나타내는 영상을 구성하는 두드러짐 영상
(Conspicuity Map)은 Texture속성의 두드러짐 영상

이다. 그리고 밝기(I)와 방향성(O)를 구한다. 각 정
보를 얻어내기 위해 다음의 식을 이용한다.

과 Shape기반의 두르러짐 영상의 두 종류가 있다.

        
        
        
        
             
     

[5]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1대1이었던 Texture
와 Shape의 비율을 7대3으로 변경한다. 즉, 질의 기
반 주목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2번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는 자극도에 색상 성분의 영향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질의 기반 시각 주목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2장
에서 언급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알고
리즘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한다.

Koch의

Bottom-up

식(6)은 Gabor filter[6]를 나타낸다. 총 4개 방향
에 대한 방향성을 계산한다. Gabor filter를 계산하
는 식은 다음과 같다.

2. 질의 기반 시각 주목 알고리즘
Itti와

 
 
 
 
 
 

  
      


Attention

색, 밝기, 방향성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곽선,
모션에 관한 성분을 더 추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식(7)에서  와  는 Gabor kernel의 orientation과

Algorithm[3][4]은 Low-level Feature를 기반으로
영상의 자극도를 계산한다. Low-level Feature는

 


scale을

나타낸다.

     이며

operator를 나타낸다.    



⋅ 는

norm

이며 wave vector

서는 색과 밝기 그리고 방향성을 이용한다. 그리고

를 나타낸다.     ,    이고  는

같은 물체에 대한 시점이동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maximum frequency를 의미한다[6].
식(1)-(6)을 통해 얻은 영상은 시각 주목 알고리

외곽선과 Contour정보를 이용한다. 시스템의 구조를

즘의 기본 입력이 된다. 이 입력 영상들을 9개의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의 좌측에 있는 Query는 질의를 한 물체

Scale을

갖는

가우시안

피라미드(Gaussian

를 나타내며 이 물체가 각 Feature들에게 영향을 주

Pyramid)로 구성한다. 가우시안 피라미드는 다음과

는 것을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Saliency Map

같이 표현한다.

을 구성하는 Conspicuity Map에 색상과 방향성을

                       

재구성하여 기존의 1대1의 비율을 7대 3으로 변화시
켰다.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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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나타낸다.




⊕
    
 
    


  ⊕
⊕
          
 
    


 
 ⊕
⊕
       
 ∊     
    

  ⊕

2.2 질의 물체 및 가중치
영상에서 어떤 물체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는 영상
의 일반적인 특징을 얻을 필요가 있다. 가령, 황색



병을 찾으라고 할 경우 색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Low-level Feature에서 황색의 정보를 강화시키고

2.5 자극 영상 (Saliency Map)

외곽선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곳에서 병 모양의
두드러짐 영상을 모두 합하여 다음 식과 같이 자극

정보를 강화시키면 황색병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질의 물체의 색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영상을 구축한다.

             

HSV 컬러 모델을 이용하였다. 질의 물체의 R, G,



B, Y색의 비중을 계산하고 이를 식 (2), (3), (4), (5)
의 결과에 반영한다.

 

식(16)에 색과 방향성의 기여도 비중에 따라 가중
치를 부여한다. 실험에 의해 7:3의 비율로 조절하였
으며 조절된 자극 영상은 다음 식과 같다.

2.3 특징 영상 (Feature Maps)

    ⋅     ⋅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이용하여 특징 영상을 계산
한다. 어떤 픽셀이 주변에 비해 두드러지는지 찾아

자극 영상은 입력받은 영상의 자극도 분포를 표현

내기 위해 Center Surround Difference  연산을

한 것으로 값이 클수록 자극이 높다. 자극이 높은

이용한다. 특징 영상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순서대로 주목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목하는

수 있다.

시점의 이동을 표현한 것을 Scan Path라 한다.

          
 
                     
                     
            
 

자극 영상의 자극도의 크기에 따라 시점의 위치를
정하고 일정 면적에 해당하는 Mask영상을 만든다.
Mask영상은 자극도 주변 일정 영역은 1의 값을 갖
고 나머지 영역은 0의 값을 갖는다. Mask와 입력영
상   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합칠 수 있다.

인수  와 의 의미는 각각 다음과 같다.

           ⋅        

 ∊           ∊   
Mask의 분포에 따라 잘라낸 영상   과 질의 영상
을 비교하기 위해 SIFT Algorithm[1]을 사용하였다.

2.4 두드러짐 영상 (Conspicuity Maps)

SIFT의 특징점들을 매치하여 매치된 특징점이 3개
특징 영상에 비선형 정규화  [7]를 적용한다. 비

이상일 경우 해당 물체가 인식된 것으로 한다.

선형 정규화를 이용하면 영상에서 두드러지는 부분
3. 실험 및 결과

을 강화시키고 그 외의 부분은 억제할 수 있다. 그
뒤에 각 특징 영상을 가우시안 피라미드의 Center
Scale과 같은 면적으로 Resize하여 픽셀 대 픽셀 합

실험구성은 다음과 같다. 800x400x24bit의 컬러 영

을 구한다. 이를 Across-scale Addition⊕  이라 한

상을 이용하고 질의 물체는 영상 안에 존재하는 물

다. 다음 식들을 이용하여 두드러짐 영상을 구할 수

체 들 중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실험의 목적은 물체

있다.

가 2개 이상 존재하는 Complex Scene에서 질의 물
체를 찾는 것이므로 영상 안에는 적어도 5개 이상의
물체를 배치했다. 실험은 다음 4가지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기존 Attention Algorithm을 이용하여 자극
도를 계산한 경우, 기존 방법에 색과 방향성의 7:3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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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질의에 따른 색의 가중치 변
화를 적용한 경우, 마지막으로 질의에 따른 색의 가
중치 변화와 색과 방향성의 7:3비율을 모두 적용한
경우 4가지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성능의 비교방법
은 질의한 물체를 찾을 때까지 움직인 시점의 횟수
이다. 즉, 질의에 해당하는 물체를 찾는 횟수가 보통
의 주목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경우
[그림 6] [그림 5]에 주목을 적용한 영상 예시
- 시점 이동 2회 (800x400x8bit)

[그림 3] 입력 영상 및 Scan Path 예시
(800x400x24bit)

[그림 7] 질의에 의해 자극도가 변한 영상 예시
(50x25x8bit)

[그림 4] 질의 영상 예시
[그림 8] [그림 7]에 주목을 적용한 영상 예시
- 시점 이동 1회 (800x400x8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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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존 알고리즘으로 얻은 자극 영상 예시
(50x25x8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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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실험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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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질의한 영상의 색상

[표 1] 실험 결과
기존 방법
평균 시점이동
횟수(검색성공)
3회 이내 검색
성공 확률
검색에 실패한
확률

자극도가

분포가 R, G, B, Y의 영역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방법 질의 기반 질의 기반 방법

가중치를 정확히 부여하지 못하여 주목도의 우선순

+ 7:3 비율

방법

+ 7:3비율

6.69

10.27

6.46

8.06

44.4%

27.8%

50%

27.8%

색하거나 검색에 실패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7]

27.8%

22.2%

22.2%

16.7%

실험번호 14, 17). 색상 정보 외에 다른 속성의 정보

위가 잘못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흰색이 많
이 존재하는 질의 영상의 경우 대체적으로 늦게 검

를 질의 영상에서 추출하여 주목 알고리즘에 적용하
올바로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Complex Scene은 5장을 사용하였고 한 Scene당 4
번의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실험은 총 18회 시도하
였다. 시점 이동은 30회로 제한하였고 그 안에 찾지
못한 경우 실패로 정하였다. [그림 3]부터 [그림 8]
은 실험의 예시를 나타낸다. [그림 3]은 입력 영상을
나타내며 흰 화살표는 Scan path를 나타낸다. Scan
path는 입력 영상에서 구한 자극 영상의 밝기 값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림 4]는 예시 실험
의 질의 영상으로 사용한 물체이다. [그림 5]는 기존
주목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한 자극 영상의 예시
이다. [그림 6]은 [그림 5]의 자극영상을 바탕으로
Mask의 위치를 정해서 주목한 영상을 나타낸다.
[그림 7]은 논문에서 제안한 질의 기반 주목 알고리
즘을 적용해서 구한 자극 영상이며 자극도의 위치가

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색상정보와 Shape정보를 동시에 사용하면
색상정보가 약한 경우에도 질의 물체에 대한 자극도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면 현재 본 논문의 질의 기반 주목 알고리즘은
Shape관련 정보로 외곽선과 Contour를 사용하였지
만 질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시점 이동시 같은 물
체를 반복해서 검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사
용하였다. 외곽선과 Contour에 대한 특징 영상을 새
로 정의하고 이를 주목 알고리즘에 적용하면 질의
영상에서 Shape정보를 끌어내어 주목도 변화에 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에는 색상 정보 의외에 Shape와 관련한 성분을 분
석하여 이를 주목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
할 계획이다.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그림 7]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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