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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 존재하는 운동정보를 이용하여 관심맵을 얻는 방법을 제안한다. 운동의 크기, 방향, 그리고 영상의
색을이용한다. 이를이용함으로써기존의 static image에서구하는관심맵보다향상된결과를얻을수있다. 실험에서는다양한
모션이 존재하는 영상을 이용하여 제안방법의 우수성을 증명하였다.

1. 서론

관심맵이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눈으로 장면 혹은 영상을 인식하

면서 눈에 띄는 영역이나 객체를 집중하는 방식을 수치적으로 표현하

기 위해여 컴퓨터로 모델링한 것을 의미한다.
관심맵은 RGB영상으로부터 픽셀의 빈도수(frequency)가 크거나, 영

역이 큰 픽셀에서는 작은 관심(saliency)값을 할당하고, 반대인 경우에
는 큰 값을 할당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기존 관심맵 생성 알고리즘
에 따라 time complexity 및 성능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관심맵생성방법은정지영상을대상으로하여 관심영역

을 추출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에서 구할 수 있는 모션 정보를
이용하여 향상된 관심도(saliency value)를 얻는 방법을 설명한다. 운동
유형은 크게 객체운동, 카메라운동, 그리고객체트래킹으로구분한다. 
동영상에서는 다양한 운동유형(motion type)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방법들은 특정 운동유형에 맞게 개발된 방법들이어서, 실제 사용하기
에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동영상에서 각프레임의 운동유형을 결정
하는 것은 운동정보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본 논문
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모션 정보를 이용하여 관심맵을 얻는

방법을 제안한다.
다양한 운동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관심도맵 생성 기법은 운동유형

을결정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나운동유형 결정 기법은운동정보
의정확도가 낮아서 성능저하가 발생하고, 개별적인 관심맵 생성 기법
은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의구현에어려움이있다. 이를극복하기위
해서, 운동유형에관계없이모든유형에적용될수있는관심도맵생성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제안하는 알고리즘

그림 1은 제안 방법의 전체 블록도를 보여준다. RGB영상이
주어지면 그레이 스케일 영상으로 변환하고, 이 그레일 스케일

영상으로부터 운동정보를 추출한다. 이 운동정보를 이용하여 배경

영역을 결정하고, 운동정보와 RGB를 이용해 관심맵을 생성한다.

그림 1. 제안 방법의 전체 블록도

여기서 운동픽셀은 운동유형인 객체운동(object motion), 
카메라운동(camera motion), 객체 트래킹(object tracking)에 따라 처리가
필요하다. 응용에따라서매픽셀마다또는블록의운동벡터를구할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픽셀의 운동벡터가 구해지면, 운동유형(motion type)은 객체운동, 

카메라운동, 객체 트래킹으로 구분된다. 객체운동은 와에서 카메라가
정지된 상태에서 객체만 이동하는 경우이고, 카메라운동은 와에서

카메라가 패닝 등으로 객체운동 없이 카메라만 이동하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객체 트래킹은 와에서 카메라가 전경객체를 추적하면서

촬영하는 것이다.
운동벡터(motion vector)는 블록기반 운동예측(block-based motion 

estimation)을 이용하여 픽셀 또는 ×블록 단위로 운동벡터

  를 구한다. 는 수평축으로의 운동 값이고, 

는수직축으로의운동값이다. 이를모은전체운동벡터의집합이

운동벡터필드(motion vector field, MVF)이다. 운동벡터

  가 얻어지면, 크기(magnitude) 를 구하는 식은

   이며, 운동방향(orientation) 를 구한다,.

먼저 영상을 부영상(subimage)으로 분할한다. 각 부영상에 있는

픽셀들의 운동벡터의 평균을 구한다. 구해진 부영상의 평균 운동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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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따라 정렬(sorting)을 한다. 정렬된 부영상의 운동벡터 크기, 
방향 및 RGB정보를 생성한다

3가지운동에서인간시각에중요한것은, 1) 객체운동에서는배경보
다는 객체에 보다 인간의 시각이 집중된다. 2) 카메라운동에서는 멀리
있는영역보다는가까운영역에보다관심을기울인다. 3) 비행기를따
라가는 카메라 이동과 같은 객체 트래킹에서는 추적하는 객체에 배경

영역보다는상당한집중을기울이게된다. 상기인간시각적관점에따
라 중요도맵을 생성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위해운동크기관심도, 운동방향 관심도, 및 RGB 관심도을구

한 후에, 이를 통합한다 (그림 3)

       

그림 3. 정보별 관심맵을 계산하는 블록도

3. 실험 결과

그림 4. 객체운동관심맵 결과. (a)원영상, (b)RGB 관심맵, (c)운동크기
관심맵, (d)운동방향 관심맵, (e)관심도맵 결과

그림 4, 5. 6에서 보면, (b), (c), (d)의 가중치 합이 (e)에서 보여진다. 각
각의 관심도보다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 카메라 운동 관심맵 결과. (a)원영상, (b)RGB 관심맵,  (c) 운동
크기 관심맵, (d)운동방향 관심맵, (e)관심도 맵 결과

그림 6. 객체트래킹관심맵결과.  (a)원영상, (b)RGB 관심맵, (c)운동크
기 관심맵, (d)운동방향 관심맵, (e)관심도 맵 결과

4. 결론

운동정보를 관심도 계산에 적용하여 기존 관심도를 향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객체운동 및 카메라 운동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운동정보
를 판단하기 어려운 객체 트랙킹에는 어려움이 있다. 객체트랙킹에서
는 객체 영역을 정확하게 추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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