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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중요도 지도에 기반한 관심 영역 동영상 압축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동영상 압축은 손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관심 영역에서의 정보 손실 최소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요도 감지 과정에서 추출되는 

중요도 지도의 신뢰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다른 기법의 중요도 지도 적용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중요도 

지도 추출 알고리즘의 요건에 대해 추론하고, 추출된 중요도 지도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동영상을 부호화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실험결과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한다. 

 

1. 서론 
중요도 감지는 정지영상 및 동영상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기술로서, 이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물체 인식, 이미지 검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1  

특히 동영상에서의 중요도 감지는 정지영상에서의 중요도 

감지에 비해 시간적 변이에 따른 특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특징 모델링이 매우 중요하며 공간적 

특징과의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성능이 좌우된다.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에서 중요도 지도를 획득하여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이분화하여 

화질을 조절하여 동영상 압축에 적용하고, 압축된 동영상의 

화질과 원본 영상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중요도 지도에 기반한 

관심 영역 동영상 압축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중요도 지도 획득 알고리즘 중 F-measure, the area 

under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UC) 등의 

성능 측정 기준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한 비교 알고리즘을 

적용시킴으로써 관심 영역 동영상 압축 기법 적용에 적절한 

중요도 지도의 요건과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두 가지 관심 

영역 비디오 압축 제안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3 절에서는 네 

가지 중요도 추출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된 중요도 지도를 

이용해 각 제안 기법을 적용한 실험결과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2. 제안하는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입력 시퀀스로부터 중요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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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하고 중요도 지도를 추출하는 일반적인 중요도 지도 획득 

프로세스와 H.264 AVC 인코더를 이용해 입력 시퀀스로부터 

비트스트림을 획득하는 부호화 프로세스를 다음 두 방식을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은 전처리 방법으로 중요도 지도로부터 

‘마스크 영상’을 만들고 그 이외 영역은 저해상도로 크기를 

줄인 후 다시 원래 크기로 되돌림으로써 배경을 의도적으로 

화질을 떨어뜨린 ‘저 화질 영상’을 만든다. 그런 후 두 영상을 

결합함으로써 ‘변경된 입력 시퀀스’를 인코더의 입력으로 

넣어준다.  

두 번째 방식은 중간처리 방법으로 중요도 지도를 

이용하여 양자화 지도를 생성하고, 생성된 ‘양자화 지도’ 정보를 

이용해 인코더의 양자화 계수를 조정함으로써 관심 영역의 

화질 열화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전자가 입력 시퀀스의 변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심 

영역의 화질을 제어한다면 후자는 인코더의 입력 시퀀스는 

변경하지 않고 양자화 지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중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다른 양자화 파라미터를 적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화질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a) 전처리 기반 방식 

 

(b) 중간처리 기반 방식 

그림 1. 두 가지 제안 기법 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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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본          (b) 중요도 지도     (c) 마스크 영상 

     
(d) 저 화질 영상  (e) 변경된 입력시퀀스  (f)양자화 지도  

그림 2. 제안 방식에서의 주요 영상 

 

본 논문에서 사용한 중요도 지도는 Random walk with 

restart(RWR)에 기반하여 공간적 특성뿐 아니라 시간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알고리즘 [1]의 출력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최근 발표된 논문 중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세 

가지 알고리즘 GMR [2], RBC [3], LSD [4]을 비교 

알고리즘으로 선정하였다. 동영상을 대상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인 LSD 와 달리 GMR 과 RBC 는 정지영상을 대상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연속적 이미지 간의 의존성이 없어 

동영상에 적용 시에는 프레임 별 출력 결과를 누적하여 결과를 

추출하였다. 양자화 지도(Q)는 16x16 매크로블록 단위로 

계산하며 해당 매크로블록 위치에서의 픽셀 별 중요도 합이 

4096 이상이면 관심 영역으로 판단하여 1 로 표시하였다. 또한, 

H.264(AVC) encoder 는 JM(18.6)을 사용하였으며, 매크로 

블록 레벨로 양자화 파라미터를 할당하며, 관심 영역과 비관심 

영역간 양자화 파라미터를 양자화 지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당하였다.  

            
                         

                                 
  

여기서 QPorg 는 JM encoder 가 자동으로 할당하려는 양자화 

파라미터이며, QPmod 는 관심 영역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양자화 파라미터이다. i,j는 매크로블록의 위치좌표이다. 

 

3. 실험 결과 및 결론 
전처리 기반 방식의 경우 중요도 지도가 제대로 추출되지 

않게 되면 인코더에 입력되기 이전에 화질 열화를 유발한다. 

그림 3(a) LSD 결과에서 얼굴이 흐릿한 것과 (b) RBC 

결과에서 눈 주위가 흐릿한 것은 모두 중요도 감지의 실패가 

그 요인이다. 또한 각 프레임 별 중요도 지도의 시간적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영상 일부분에서 고화질과 

저화질이 교차하게 되어 시각적으로 부자연스럽게 된다. 

  

(a)                          (b) 

그림 3. 전처리 기반 방식 변경된 입력 시퀀스(VGA 해상도) 

결과 (좌상:RWR, 우상:GMR, 좌하:LSD, 우하:RBC) 

     
(a) GMR            (b) RBC           (c) LSD 

그림 4. 중간처리 기반 방식에 따른 rate-distortion 그래프 

(Δ=2, 적:관심영역, 청:비관심영역, 녹: 관심영역 기법 미 적용) 

 

 
그림 5. LSD 대 RWR 간 rate-distortion 그래프 비교(Δ=2) 

 

그림 4 와 5 는 중간처리 기반 방식 적용 시 RWR 과 세가

지 비교 알고리즘에 대한 rate-distortion 결과를 보여준다. 정

지영상 대상 알고리즘인 GMR(그림 4(a))과 RBC(그림 4(b))

는 관심 영역, 비관심 영역 모두 제안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결

과보다 좋지 않았으며, 특히 RBC 의 경우 1Mbps 이상 비트율

이 할당된 경우 비관심 영역의 화질이 오히려 좋아지는 역전현

상이 발생하였다. 반면 동영상 대상 알고리즘인 LSD 의 경우

1Mbps 이상에서 관심 영역의 화질이 관심 영역 기법을 미 적

용한 경우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RWR 방식의 경우 LSD

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LSD 에 비해 관심 영역은 더 좋은 

화질로 비관심 영역은 더 낮은 화질로 성공적으로 비트량을 할

당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LSD 와 같이 1Mbps 이하에서의 효

율은 떨어짐을 확인했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통해 관심 영역 동영상 압축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도 지도는 중요도 감지의 신뢰도 뿐 아니라 

프레임 간 시간적 일관성 및 변이를 감안한 알고리즘이어야 

함을 확인했다. 하지만, 효율적인 압축을 위해서는 단순한 

양자화 파라미터의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다. 1Mbps 이하의 저 

화질 영상에서도 적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rate-

distortion 최적화를 위한 적절한 모델링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미지 내 관심 영역의 비중 및 비트율과 

양자화 파라미터의 관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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