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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2D  3D 상의 어텐션량을 측정하여 정지  동 상의 재설정  압축처리 기법을 제시하 다. 

2D 어텐션은 세 개의 주요 구성, 즉, 상의 세기, 컬러  방향성을 고려하 으며, 3D 상에서 깊이 정보를 고려하

다. 시각  어텐션은 심있고 흥미있는 역이나 객체를 검출하기 해 희소성을 정량화하는 기법에 의해 구하

다. 왜곡된 스테 오 상에서 변화된 깊이 정보를 어텐션 확률에 정합시켜서 최종 으로  HVS 반응을 실제 

어텐션 확률과 종합하여 스테 오 왜곡 측기를 설계하 다. 결과로 기존 모델에 비해 효과 인 어텐션 기법을 개

발하 으며 이를 비디오 재설정에 용하여 성능을 입증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ed an attention measurement method in 2D and 3D image/video to be applied for image and video retargeting and 

compressive processing. 2D attention is derived from the three main components, intensity, color, and orientation, while depth information is 

added for 3D attention. A rarity-based attention method is presented to obtain more interested region or objects. Displaced depth information is 

matched to attention probability in distorted stereo images and finally a stereo distortion predictor is designed by integrating low-level HVS 

responses. As results, more efficient attention scheme is developed from the conventional methods and performance is proved by applying for 

video retar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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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데이터 압축, 시각화  디스 이 기술, 증가된 

송 역폭 활용, 멀티뷰  삼차원 상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자연 상에 근 한 실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여

기에 힘입어 3-D TV, 3-D 시네마, 3-D 게임, 가상 실 등

의 응용분야가 창출되었다 [1-2]. 2-D 상에 한 객

인 화질평가를 구 하기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으나, 3-D 상의 화질평가는 극히 일부의 시도가 있었

을 뿐이다. 오늘날 부호화된 상 시 스의 화질평가는 

최근 객 화된 메트릭 개발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3-4], 아직도 많은 비용이 들고 어려운 주  테스

트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다 [5]. 한 결과 분석이 일률

이지 않아 신뢰성에 의문이 되고 있다. 결국 3-D 정보

를 가장 한 방법으로 3-D 상시스템에 구 하기 

해 실성 있는 객  평가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재까지 스테 오 상에 한 객  평가도구는 

깊이정보를 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이루어졌다 

[6]. 그러나 깊이정보 계산에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

다. 첫째, 계산 으로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둘째, 어떤 깊이가 좋고 나쁜지 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스테 오 비 에 한 감각은 두 의 시 간 차이로

부터 나온다. 좌우 상에서 상응하는 두 간 거리벡터

를 변이라 한다. 최 의 정합 을 찾는 것을 응문제라 

한다. 깊이값은 카메라 기 선과 삼차원 상 간 거리

를 말하며 변이값과 역비례한다.

측자의 3-D 감각은 디스 이 기기마다 다르며 

여러 종류의 깊이값을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깊이 매핑

이 동 으로 수행되어 과도한 깊이를 갖지 않도록 할 필

요가 있다 [7]. 주 수 역이나 공간 역에서 변이를 검

출하는 데 셉스트럼 필터를 이용할 수 있다 [8]. 시각  

감각은 양안간 변이뿐만 아니라 운동시차와 상 실

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9]. 디스 이 시간 한 하나의 

변수로 고려된다 [10].

어텐션 모델은 하향식(top-down) 과 상향식

(bottom-up) 방식을 구분된다. 자는 물체를 하기 

에 과거 경험을 제로 한다. 즉, 인간의 뇌에서 인지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11]. 를 들어 새가 하늘을 난다

고 하자. 찰자는 새의 다음 행동을 알고 있으며 펄럭이

는 날개를 상한다. 어텐션의 두 번째는 상향식인데, 외

부 자극에 의해 구동된다. 즉 색상, 모양, 객체 방향 등 

상 특징에 한 인간의 감도를 기반으로 한다.

Milanese [12] 는 상향식  하향식 정보가 결합된 어

텐션 모델을 제시하 다. 정지 상  동 상 모두 용

할 수 있다. 정지 상에서는 주어진 RGB 상이 먼  상

향식에 의해 분석되어 자극이 한 역을 찾는다. 우

선 특징맵 ( , 컬러, 콘트라스트, 곡선, 방향성)을 추출

하고 다른 주변 역과 하게 다른 정도를 표 하는 

맵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집약 과정인데, 각각의 맵을 하

나의 맵으로 모은다. 물체 인식 시스템에 의해 하향식 어

텐션 정보를 얻고 이를 가미하여 최종 맵을 얻는다.

Chen 등은 각 AO에 심 역 (ROI: Region of 

Interest), 어텐션값 (AV: Attention Value), 최소 감지 크기 

(MPS: Minimal Perceptible Size) 등 세 속성을 제안하

다 [13]. ROI는 가장 심있는 물체를 고품질로 부호화

하도록 JPEG2000에 표 화되어 있다. 가장 큰 돌출 을 

씨앗으로 삼아 ROI를 추출하는 기법도 제안되었다 [14]. 

ROI는 AO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서로 다른 AO

는 고유의 정보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텐션값으로 표

하며 상 내에 요성을 의미한다. 소형 디스 이 기

기에서 AO 크기가 어 들면, 더 이상 감지 가능하지 않

을 수도 있으며 이를 해 최소 감지 가능 크기를 정의해

야 한다.

Itti는 상의 어텐션을 계산 으로 구하는 기법을 제

안하 다 [15]. 여러 상 특징을 조합하여 하나의 맵을 

구성하고 동 신경망으로 어텐션 치에 한 값을 매

겼다. 컬러, 세기, 방향성 등  특징으로부터 주요 정

보를 구하 다. 검토 가능한 다른 변수로는 스테 오 

상에서 깊이  형상 정보이다. 각 정보를 선형 인 심

-주변 시각 반응계에 의해 계산하 는데, 일반 으로 뉴

런의 반응은 심 역에서 최 로 되는 성질을 이용한

다. 심-주변 모델에서 심을 세 하게, 주변은 거칠

게 표 하여 특징맵을 구한다. 첫째 특징은 상의 세기 

콘트라스트이며 두 번째는 유사한 방식으로 컬러에 

해 이  립계 모델을 이용한다. 심에서 빨간 색은 여

기되는데 록 색에 해서는 지된다. 주변 역에서

는 반 로 작용한다. 세 번째 요소는 방향성 가버 피라미

드에 의해 로컬 방향성을 찾는다. 가버 필터는 여  평면

에 의해 변조된 가우시안 커늘 함수로, 기본 시각피질

에서 방향선택  뉴런의 감도를 근사화한다. Li는 Itti 모

델로부터 다 스 일 성맵을 구하는 계층  구조

를 제안하 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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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어텐션은 패턴인식, 상압축, 감시시스템에

서 객체 추 , 상/비디오 요약 등에 응용이 가능하다. 

[17]에서 Salah 등은 패턴인식을 한 선택  어텐션 모

델을 제안했다. 수기 문자인식과 얼굴인식에서 좋은 성

과를 얻었다. [18]에서 어텐션 치 즉 ROI 검출을 통해 

압축 성능을 향상시켰다. Ma는 움직임 어텐션 모델을 

제안했으며 비디오 요약에 이를 이용하 다 [19]. 비디

오 신호를 분석하여 모든 가능한 특징을 추출하 다. 세 

가지 정보에 한 어텐션을 종합하기 해 가 치를 고

려한 선형조합법을 사용하 다.

지 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2-D, 3-D 공간에서 가장 

필수 인 성분을 검출하기 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

졌다. 최종 결정 요인으로 인간의 시각 시스템 (HVS: 

Human Visual System)가 고려되었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는 HVS 기반 IQA (Image Quality Assessment), 어

텐션 모델링, 3-D 깊이 정보 등 다수의 요소 기술  하

나 는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세 기

술의 서로 다른 역할을 분석하 으며 비디오 재설정 

 정보량 압축을 한 어텐션 모델링 기법을 제시하

다.

Ⅱ. 본  론

2.1. 스테 오 어텐션 모델

그림 1. 스테 오 어텐션 모델 흐름도.
Fig. 1. Flowchart of the stereo attention model. 

어텐션 모델의 일반  형태는 상에서 세기, 방향, 

컬러 등 세 성분을 상으로 한다. 비디오에서는 움직임 

정보가 추가된다. 3D 비디오는 동일한 물체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측하게 되며 그만큼 다른 상을 추출하게 

된다. 를 들어, 인간은 상에서 빠져 나가는 물체에 

더 심을 갖게 된다. 스테 오 상에 한 감각은 따라

서 2D 상과 3D 깊이 정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20]. 

깊이는 비디오 객체와 카메라 시스템의 상 인 거리

로 정의된다. 결국 스테 오 상에 한 어텐션은 그림 

1과 같이 2D 상의 공간  성(saliency), 움직임 

성, 그리고 깊이 맵으로 구성되며 다음 식과 같이 정의

된다.

   (1)

여기서 는 2D 성을, 은 움직임 정보를, 그

리고 는 깊이 정보를 의미한다.

인간이 느끼는 어텐션에서 공간  특징, 움직임 특징, 

깊이 정보가 갖는 요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움직임이 다른 것보다 크게 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를 들어 강한 움직임이 있는 경우이다. 움직임

이 은 경우에는 공간  특징이 요하게 반 되어야 

한다. 한 깊이 정보가 큰 경우에는 이것이 주요 변수로 

반 되어야 한다. 

움직임 정보의 추출은 통 으로 픽셀 매칭이나 블

록매칭으로 이루어진다. 일반 으로 임간 흐름

(optical flow)을 특정하게 된다. 깊이 정보의 추출도 스테

오 매칭이나 그래  컷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어텐

션 모델을 해 특별히 고안되는 것보다 독자 인 역

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다음 에서는 2D 공간 역에서 

효과 인 어텐션 추출 기법에 해 논한다.

2.2. 제안한 엔트로피 기반 공간 어텐션 모델링

시각  어텐션은 HVS 기반 평가에서 사용되는 

 특성들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

각  어텐션은 이종 (heterogenous)이거나 동종

(homogeneous), 어둡거나 밝거나, 칭이거나 비 칭으

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HVS 기반 시스템보다 상

벨에 해당한다 [21]. 모두 공감하는 하나의 사실은 상

에서 희소성이 있는 정보가 보다 심을 끌게 되는 것이

다. 이를 이용하여 희소성을 양자화하고 모델링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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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진행하 다.

자기정보(self-information)는 심볼 확률의 함수로서, 

자주 발생하는 심볼은 보다 은 자기정보량을 다음 식

과 같이 갖는다.

  log (2)

여기서  는 발생확률을 의미한다. 발생확률은 

상의 모든 벨에서 발생빈도를 보여주는 히스토그

램으로 표 할 수도 있다.

어텐션  검출은 인간 어텐션의 최  벨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외부 자극에 의해 향을 받는다. 들간 어

떤 계성을 갖지 않으며 국부 으로 최  콘트라스트

를 갖는 들을 나타낸다. 임의의 명암 벨이 주변 화소

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에 띄게 된다. 두 벨

간 차이가 크면, 성도 크게 된다. 임의 벨   에 

한 성값은 거리맵   로부터 계산된다 [11]. 거리맵

은 두 벨간 색차 신호로 정의된다.

    (3)

여기서 와 는 [0,255] 범 를 갖는 컬러값이다. 

연산자 ∙   는 컬러 거리 측정자인데, 연구에서 

차를 이용하 다. 이 게 계산된 색차맵을 그림 2에 도

시한다.

 

그림 2. 화소값에 한 거리맵. 밝은 부 는 
더 큰 거리값을 갖는다.

Fig. 2. Distance map for pixel values. White level 
means larger distance.

 

주어진 상에서 화소 세기값 을 알고 있다. 재 

화소값을   라 하자. 거리맵은 최  벨값으로 

정규화되고 히스토그램  에 곱해져서 다음의 정

보 확률을 얻는다.

  ×  (4)

여기서  는 각 화소의 발생율을 의미하고 화소

의 역 콘트라스트를 의미하는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x (5)

임의 심볼이 다른 것과 히 다르면,  는 작

게 되며 확률  도 작게 된다. 

모든 상 화소에 해 성을 계산하는 것보다, 

벨값     에 한 성을 계산하여 단

순화시킨다. 를 들어 그림 3에 화소값에 따른 성 

계산 를 보인다. 그림 3(c)는 상의 R 채 에 한 히

스토그램을 왼쪽 그림에 보이고 오른쪽 그림은 해당 

성값을 표시한 것이다. 수평축은 R 채  컬러값 

∈ 을 나타낸다.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복 

정보를 의미하고 따라서 흥미를 덜 유발시키는 인간의 

느낌과 유사하다.

그림 3. 화소단  성 계산 : (a) 입력 상, 
(b) 성 맵, (c) R 채 에 한 성 값.

Fig. 3. An example of pixel-level saliency calculation.
(a) Input image (b) Saliency map (c) Saliency values 

of R-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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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비교  단순한 알고리즘으로도 출력 성

맵 상에 의미있는 객체를 표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이 

복잡하면 무 많은 성 객체를 표시할 수 있다. 화소

의 요성, 객체의 크기나 형상, 텍스쳐 정보 등을 분간

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기법은 가장 

한 화소값을 얻는 데 유용한 어텐션 화소를 구할 수 

있다. 비디오 시 스의 재설정을 해 2D 공간에서 구한 

어텐션을 움직임 정보와 깊이 정보를 다음 식과 같이 구

하 다.

  ∙ ∙

∙ 
    (6)

여기서  는 각각 어텐션, 움직임, 깊이에 

한 가 상수이며  
는 각각에 한 확률변수이다.

Ⅲ. 모의실험  결과

제안한 어텐션 모델을 증명하기 해 정지 상  동

상을 시험 상으로 이용하 다. 정지 상은 그림 4에 

있는 Caps 상과 그림 5의 Tsukuba 상이다. Caps 상

은 다섯 개의 모자가 주 어텐션을 갖는 물체이다. 그림 4

의 좌하부는 Itti의 어텐션 모델에 의한 결과로 두 개의 

모자를 지시하는 부분과 우상부 구름이 주어텐션으로 

나타는데 비해, 우하부의 제안 모델 결과는 체 모자 부

와 구름 부 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실험 상(Caps)에 한 어텐션 결과: (상) 원 상, 
(좌하) Itti 모델 결과, (우하) 제안한 기법 결과.
Fig. 4. Attention results for test image(Caps): (Top) 
Original image, (Bottom-left) Itti model, and 

(Bottom-right) proposed model.

스테 오 상 “Tsukuba.bmp”은 경 (조각상과 기

스탠드)이 돌출되어 있는 상이다. 우선 그림 5에 보이

는 바와 같이 변이량이 측정되었다. 가장 가까운 객체는 

기스탠드이며 변이맵에서 흰색으로 칠해져 있다. 멀

리 있는 배경 (서가)는 반면에 검은 색으로 칠해져 경

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실험용 스테 오 상은 어텐션 측정 성능을 증명

하기 해 JPEG으로 부호화되었으며, 블록킹, 링잉, 

그리고 다른 잡음이 포함되어 있다. 좌우 상은 소량

의 변이가 있고 별도로 부호화되기 때문에 PSNR로 표

한 화질은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엔트로피 기반 어

텐션 모델이 색차신호에 해 용되었다. 결과로 명

암성분에 해서는 조각상에 높은 어텐션이 주어지고 

색차신호에 해서는 기스탠드에 높은 어텐션이 주

어짐을 알 수 있다. 각 성분별 어텐션은 종합되어 단일

의 어텐션맵으로 구성된다. 방향성맵은 세 번째 요소

로서 그림 6과 같이 최종 어텐션 맵에 포함된다. 변이

량이 큰 조각상과 기스탠드에 높은 어텐션을 보임

을 알 수 있다.

 

그림 5. 스테 오 상과 변이맵: (좌상) 좌측 상 
“Tsukuba_r.bmp”, (courtesy of U. of Tsukuba), (우상) 
우측 상, (좌하) 좌우 차분 상, (우하) 변이맵.
Fig. 5. Stereo images and depth maps: (Left-top) Left 
image “Tsukuba_r.bmp”, (courtesy of U. of Tsukuba), 
(Right-top) Right image, (Left-bottom) Left-right 
difference image, (Right-bottom) Disparit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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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험 상(tsukuba)에 한 어텐션 맵: 
(좌) 양자화 벨 Q0, (우) 양자화 벨 Q2.

Fig. 6. Attention maps for a test image(tsukuba): 
(Left) Quantization level Q0 and (Right) Quantization 

level Q2.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그림 7과 같이 

주  시험을 실시하여 비교하 다. 비교 상은 [22]

에 제시된 명암 상의 왜곡감도를 컬러 상에 용한 

컬러기반 왜곡감도 (CVDP: Color-based Visible 

Distortion Predictor)인데 원 상과 왜곡 상에 해 어

떤 객체가 얼마나 높은 어텐션을 갖는지를 설명해

다. 인간의 시각시스템에서 명암, 주 수, 방향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맵으로 보여 다. 그러나 시각  어텐

션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계산되므로 시각  감도 특성에 

기반하여 모든 가능한 왜곡을 보여 다. 제안한 모델 

(VAD-SIQAM: Visual Attention & Depth-based Stereo 

Image Quality Assessment Model)은 시각 으로 어텐션

이 높은 역을 감지 가능 왜곡 역으로 인지한다. 그

림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CVDP는 주  측결과와 

부(-)의 상 성으로 보이는데 비해 제안한 모델은 좌우

상에서 모두 정(+)의 상 성을 보인다.

(a)                     (b)

그림 7. 제안한 어텐션 모델(VAD-SIQAM)을 주  
평가와 비교한 결과: (a) 좌 상, (b) 우 상.
Fig. 7. Subjective performance results for the 

proposed VAD-SIQAM and CVDP: (a) Left image 
and (b) Right image.

비디오 시 스에 한 시험은 Akiyo와 Football에 

해 이루어졌다. 자는 한 명의 앵커가 느린 움직임을 포

함하고 있으며, Football은 다수의 객체가 빠른 움직임을 

갖고 있어 시험 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8. 시험 상 Akiyo에 한 재설정 결과: 
(좌) 원 상 임, (우상) 제안한 기법에 의해 반 
크기로 재설정된 결과, (우하) 일반 인 재설정 결과.
Fig. 8. Retargeted results for test video Akiyo: (Left) 
Original frame, (Right-top) The half-size retargeted 
frame achieved by proposed method, (Right-bottom) 

Conventional method.

그림 9. 시험 상 Football에 한 재설정 결과: 
(좌) 원 상 임, (우상) 제안한 기법에 의해 반 
크기로 재설정된 결과, (우하) 일반 인 재설정 결과.
Fig. 9. Retargeted results for test video Football: 
(Left) Original frame, (Right-top) The half-size 
retargeted frame achieved by proposed method, 

(Right-bottom) Conventional method.

그림 8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 인 상 축소 기법

은 가로 세로 양축으로 하향샘 링(decimation)하는 것

으로 객체의 크기도 어드는 단 이 있다. 이에 반해 제

안한 기법에 의한 축소에서는 어텐션이 높은 객체 부

를 심으로 남기고 의미가 은 부 를 축소함으로써 

원 상의 내용과 크기를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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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이는 Football 임은 높은 어텐션을 갖는 객체가 

물체의 심에 있지 않고 측면으로 치우친 경우인데, 마

찬가지로 제안한 기법은 우하단에 낮은 어텐션 부 를 

축소함으로써 요 객체를 보존하고 있다.

Ⅳ.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시각  어텐션을 추출하는 기법에 

해 논하 다. 어텐션은 2D  3D 공간에서 추출될 수 있

는데, 2D에서는 상의 세기, 컬러, 방향을 고려하여 구

하는데, 엔트로피 기반 어텐션을 모델링하 다. 3D에 

목하기 해 움직임 정보와 깊이 정보가 더해졌다. 상

에서 에 띄는 것은 새롭게 나타나거나 희소성있는 것

이다. 이것을 정량화하여 어텐션을 구하는 데 이용하

다. 세기와 컬러 성분에 해 희소성 정량화 모델을 용

하 으며 결과를 방향 성분과 조합하 다.

스테 오 상 각 화소당 변이량을 Zitnick 알고리즘 

[23]으로 구하여 어텐션맵을 계산하는 데에 이용한다. 

즉  객체의 어텐션은 일반 으로 깊이에 반비례한다. 변

이맵을 왜곡된 스테 오 상의 화질평가에 이용할 때, 

변이정보 역시 왜곡되게 되고 원래 깊이보다 깊이변화

량이 더 요하게 된다. 

제안한 어텐션 모델은 Itti 모델에 비해 복잡도가 낮으

나 요 객체를 정확히 추출함을 보 으며 인간의 주

 평가에서도 높은 상 성을 보 다. 어텐션에 기반한 

비디오 임의 재설정에 용하 으며 성능을 입증

하 다. 한 연구 결과는 3-D 상의 화질평가는 물론 

이것을 고려한 3-D 상부호기 설계 등에 효과 으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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