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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attention)를 어떻게 할당하는가는 정신물리학뿐만 아니라, 컴퓨터 시각과정을 모델링하는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기

존 연구는 saliency와 같은 활성화 값에 의해서 주의탐사 순위가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의탐사과정을 병렬처리를 통한 활

성화 값 추출과정과 순차적 처리를 통한 공간적 전략과정으로 구분하였다. 단서패러다임에 기초한 계산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인간의 수행결과를 AUC와 Levenshtein 척도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Fixation point 비교에서는 인간과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계산모형의 수행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주의궤적 혹은 scanpath 분석에서는 활성화기반 전략보다는 공간적 전략 모

형이 더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이는 주의탐사과정이 병렬처리과정을 통해 얻어진 saliency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간의 근접성 등의 공간적 전략을 통해 순차적 (sequential) 경로가 생성됨을 의미한다. 

키워드: 시각탐사 (visual search), 활성화기반 전략(Activation-based strategy), 공간적 전략 (spatial strategy), 아
이 트랙킹(eye tracking)

I. 서 론

우리는 지속적으로 눈동자를 움직여 시각정보를 획득하고, 장면

을 이해한다. 눈동자를 움직이고, 시각정보를 획득하고, 장면을 이해

하는 과정에는 시각적 주의(visual attention) 과정이 개입되어 있다. 
현재 개발된 시각적 주의 계산모형은 2단계를 통해서 이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우선, 강도, 색체, 기울기(orientation)와 같

은 low level 시각특징 정보가 병렬적으로 추출되어, saliency map
을 생성시킨다. 그 다음으로, saliency 값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의를 

할당한다[1]. 
병렬처리단계에서 순차적 처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중 

하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간적으로 분산된(spatially distributed) 
saliency 포인트가 순차적(sequential)인 탐사순위(searching order)
가 결정되는가하는 것이다. 기존의 계산모형에서는 saliency와 같은 

활성화 값에 의해서만 탐사순위가 결정되며, saliency 지점에 대한 

공간적 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Saliency 지점은 공간상에 어디에도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값에 의해서만 형성된 주의 궤적

(attentional trajectory) 혹은 scanpath는 복잡하며, 실제 인간의 

수행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인간의 경우, 공간적 전략을 통해 saliency
지점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의 궤적을 생성시킨다. 즉, 이러한 측면에서 

주위궤적 생성은 Traveling Salesman Problem (TSP)문제와 관련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할당의 활성화기반 전략과 공간적 전략에 대

해 인간과 계산모형의 수행결과를 비교하였다. 인간과 계산모형간

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계산 제약조건(computational 
constraint)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II. 사전단저 주의실험

1. 사전단서 주의탐사과제  

사전단서 (pre-cue) 주의실험에서는 관찰자에게  목표물에 관한 

단서와 목표물을 미리 알려준다[2]. 본 실험에서는 특정 색(사전단

서)의 옷을 입은 사람의 얼굴(목표물)을 찾는 과제를 디자인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에서는 하늘색 옷을 입은 특정 사람 A (아래

줄 오른쪽 2번째 사람)라는 정보가 주어지면, 실험참가자와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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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사전정보에 기초하여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사전

정보가 목표얼굴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실제 A가 노란색 옷을 입은 

경우, 참가자의 수행은 방해받게 된다. 

(a) 원영상             

(b)Fixation map

             

(c)인간 scanpath

(d) 컴퓨터 scanpath

그림 1. 인간실험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2. 실험 

12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단서 주의탐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자극은 사람이 포함된 30개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의 수행은 안구운동 측정기 (Eye tracker: Eyelink-10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절차는 참가자에게 목표얼굴에 대한 사

전단서 (옷색깔)과 목표얼굴을 1000msec 동안 제시한다. 사전단서

와 목표얼굴이 사라진 후, 목표얼굴과 다른 사람의 얼굴이 포함된 

자극영상을 제시한다. 실험참가자는 가능한 빨리 목표얼굴을 찾아 

반응반추를 누려면 된다. 이 과제에서 25개의 영상에 대해서는 사전

단서가 정확하게 주어지는 반면, 나머지 5개의 영상에서는 사전단서

가 부정확하게 주어진다. 

III. 계산모형

1. 단서패러다임을 이용한 주의탐사에 대한 수학적 형식화 

사전단서(C)와 목표자극(T)가 주어졌을 때, 주의반응(R)을 조건

부 확률로 표현해 보면 아래와 같다. 

               식 (1)

식 (1)을 일반화된 선형모형으로 표현하면, 

    

   
   식 (2)

여기서 f(x)=1/(1+exp(-x))이고, W는 가중치 파라미터, ψ는 bias 
항이다. 사전단서 실험에서는 관찰자의 반응은 단서가 아니라, 목표

물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단서만 주어지는 경우, 반응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두 번째 항(xW2)을 무시할 수 있다. 또한, 
관찰자의 반응이 편향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bias항 ψ를 무시할 

수 있다. 즉, 사전단서 실험에서 관찰자의 반응은 아래와 같이 목표

자극, 그리고 목표자극과 단서자극간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식(3)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전단서와 목표자극이 일치하는 경우, 반응

이 정확하고 빠른 반면, 불일치한 경우 반응이 부정확하고 느리다. 
이러한 상호작용 특성을 가지도록 식 (3)을 아래와 같이 바꿀 수 

있다. 

     exp   식(4)

식(4)는 사전단서와 목표자극의 같은 양 혹은 음의 부호이면, 반응

이 정적 혹은 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다른 부호를 가지는 경우, 
반응이 감소하는 특징을 가진다. 여기서 α와 β importance 상수이다.

2. 주의탐사 알고리즘 

주의탐사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2가지 모듈 - face detection[3]
과 color segmentation[4]을 사용하였다. 얼굴탐지모듈에서는 가능

한 모든 얼굴 후보를 영상에서 추출한다. 색분할 모듈에서는 사전단

서에 기초한 색을 영상에서 추출한다.  찾아진 목표얼굴 후보(xT)에 

1의 값을 할당하였다. 단서정보의 값(xC)은 추출된 단서색 영역의 

윗 중간점(top-center point)과 목표후보들간의 상대적 거리를 측정

하여 사용하였다. 즉 색영역이 얼굴과 가까이 있으면, 높은 값을 

그렇지 않으면, 낮은 값이 할당된다. 또한 색 영역의 윗 중간점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얼굴후보는 xT=0 값을 할당하였다. 추출된xT 
,xC 값은 식 (4)에 대입하여, 각 얼굴후보영역의 활성화 값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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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aveling Salesman Problem 

목표물의 위치가 결정되면, Activation, Greedy[5], Lin-Kernighan[6] 
3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주의궤적 (혹은 scanpath)을 생성시켰다. 이들 

방법은 시작점에서 목표점에 이러는 최단거리의 궤적을 발견해야 한다. 

III. 인간과 계산모형간의 수행 비교

1.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UC)

실험참가자의 eye fixation 결과를 계산모형의 결과와 비교하였

다. 계산모형의 simulation을 사전단서가 정확하게 주어지는 경우, 
사전단서가 부정확하게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사전단서가 없는 

경우 (β=0) 3가지 조건으로 조작하였다. AUC는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한 측정방법이다[7]. 인간의 fixation point와 계산모형의 

fixation point가 일치하는 경우(true postive rate:TPR)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false positive rate:FPR)의 비율을 계산하여 얻어진다. 
아래의 표 1은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얻어진 AUC를 값을 정리하

였다. 정확한 사전단서가 주어지는 경우, 인간의 수행과 상당히 일치

한 반면, 그렇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거나, 우연수준(chance level)에 

머무러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활성화값에 의해서 얼굴후보

(face candidate)가 선택되는 것을 보여준다. 

표1. AUC를 이용한 인간과 계산모형의 수행비교

정확한 

사전단서

부정확한

사전단서

사전단서 

없음

AUC 0.89 0.31 0.52

 
2. Levenshtein Distance 

계산모형의해서 생성된 궤적을 인간의 scanpath와 비교하기 위해

서 Levenshtein distance라는 척도를 사용하였다[8]. Levenshtein 
distance는 DNA의 염기서열이나 단어의 유사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다. 두 서열궤적이 일치하면 Levenshetein distance 값은 0인 

반면, 그렇지 않으면 0보다 큰 값을 가진다. 표2에서 3종류의 탐사알

고리즘(주의탐사가 아님)을 사용한 결과를 인간수행과 비교하였다. 
결과에서는 Lin-Kernighan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된 궤적이 가장 

잘 일치한 반면, activation에 의해서 생성된 궤적 잘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인간의 주의궤적 (attentional trajectory)은 활성

화 값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목표얼굴을 탐사하기 위한 최적을 경로

생성을 통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표2. Levenshtein를 이용한 인간과 계산모형의 수행비교

Activation Greedy Lin-Kernighan

Levenshetein
distance

3.1 2.4 2.1

IV. 결 론

본 연구에서 주의탐사에 대한 인간의 수행과 계산모형의 수행을 

활성화와 공간적 전략측면에서 비교하였다. AUC를 이용하여 인간

의 Eye fixation과 계산모형에서 생성된 fixation을 비교한 하였을 

때, 사전단서가 정확하게 주어진 경우 인간과 계산모형의 수행이 

상당히 유사함을 보였다. 하지만, 주의궤적의 비교에서는 단순히 

활성화에 의해서 주의궤적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얼굴후보들을 효과적으로 탐사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 공간적 전략을 사용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주의탐사과정

이 병렬처리과정을 통해 얻어진 saliency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간의 근접성 등의 공간적 전략을 통해 순차적 

(sequential) 경로가 생성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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