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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정보처리과정을 이용한 인공시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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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인간의 생물학적 시각정보처리과정 특성과 웨이블릿을 이용한 인공시각시스템을 제안한다. 인공
시각시스템은 인간의 생물학적 시각정보 처리과정을 이용하며 맹인의 인공시각시스템 제작 및 일반적인 인식시스템
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망막에서 신경절 세포까지 정보 처리과정을 모델링하여 구성하였고 신경
절 세포에서 후두엽 초기시각피질까지 전달되는 정보 복원과정을 모델링하여 초기시각피질에 표현되는 영상정보를 
구성하였다. 실험과정은 인간의 시각정보 처리과정 특성인 저주파, 고주파 분해를 웨이블릿 변환으로 시각 정보를 구
현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인식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AT&T 얼굴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안하는 인간의 시각정보처리 과정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영상인식 시스템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인공시각시스템, 웨이블릿, DNN, 얼굴인식, 딥러닝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artificial vision system using human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wavelet. Artificial vision system may be used for the visually impaired person and the machine recognition 
system. In this paper, we have constructed the information compression process to ganglion cells from the 
human retina. And we have reconstructed the primary visual information using recovery process to primary 
visual cortex from ganglion. Primary visual information is constructed by wavelet transformation using a high 
frequency and  low frequency response. In the experiment, we used the faces database of AT&T. And the 
proposed method was able to improve the accuracy of face recognition considerably. And it wa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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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컴퓨터 시각(computer vision)이란 인간의 시각체계

와 유사한 인공 시각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간의 시각 기능을 체하는 

기술인 컴퓨터 시각은 심리학, 생물학, 기계공학, 의공

학, 반도체 기술 등과 결합하면서 비약 인 성장의 계기

를 마련하고 있다. 알고리즘에서만 가능했던 기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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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술과 ASIC설계 기술의 성장과 함께 하드웨어

상의 구 이 실화되었고, 인간의 시각정보 처리과정

에 한 지식들이 밝 짐에 따라 이를 인공시각에 응용

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다. 인공시각 기술은 상처리 

알고리즘이나 물체인식, 물체추   자동화제어 방법

의 기반 기술이 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많은 응용분

야를 가진다[1].

의학 , 심리학 으로 인간의 시각 시스템 계통의 정

보처리과정에 한 지식들이 규명되어 지고 있으며,  이

러한 인간의 시각정보 처리과정에 한 모델링을 통하여 

재 개발되어진 컴퓨터 시각 기술의 성능을 극 화하기 

한 연구뿐만 아니라 인공시각 개발을 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2,3]. 

인간의 시각 계통의 기능 일부를 기계에 제공하는 것

을 목 으로 하는 연구가 컴퓨터 시각이며, 그 에서 

상인식은 2차원 상의 정보를 추출하여 상을 인식하

는 분야이다. 그리고 인간의 시각계통의 정보 처리과정

을 생물학 인 특징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이 인공시각

(artificial vision)이다.

2. 관련연구

인간의 뇌의 구조를 분석한 시각정보처리과정 분석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인간의 뇌의 구조를 분석한 시각

정보 처리과정의 연구는 1979년 David H. Hubel과 

Torsten N. Wiesel의 "Brain Mechanisms of Vision"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된다[4]. 이들의 연구는 기시각피질

의 뉴런이 시각  형태를 어떻게 부호화 하는지에 해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 업 으로 두 사람은 

1981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에서부터 인간의 뇌

의 구조를 분석하여, 시각정보 처리과정 모형에 한 연

구가 시작되었지만, 뇌를 분석하는 도구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성능 부족으로 이 연구는 1990년  말까지 

이론으로만 구 되었으며 기계시각이론의 발 을 가져

주었다. 2000년  부터 fMRI 상분석  생체신호처리

분야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간의 시각정

보 처리과정이 규명되어지고 있으며 뇌의 정보처리과정

에 기반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하여 연구가 진행 에 

있다.

인공 시각 시스템에 련한  다른 형태의 연구를 살

펴보면 기시각피질의 특정부 를 자극하면 맹인이 시

각정보를 느낀다는 이다. Wm. H. Dobelle은 이런 사실

에 기반하여 인간의 기시각피질 역에 자회로를 부

착하여 맹인에게 실험한 결과, 체 인 시각은 복원하

지 못하 지만 물체의 형태정보(edge)를 인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5]. 일반 인 인공시각시스템

은 [Fig. 1]와 같이 연구되어지고 있다[6].

 

[Fig. 1] Configuration of an artificial vision 
         system[6]

3. 인간시각 특성과 웨이블릿

인간은 시각  특징을 분석하고 인식하기 하여 망

막에 맺힌 상정보를 주 성분  고주 성분으로 

상을 분해한다. 이 게 주 수 역으로 상정보를 분

해하는 이유는 망막에 입력되어지는 특징을 추출하기 

해서 이다. 인간의 시각은 빛에 의하여 반응을 하며 망막

의 수용기에서 신경  세포로 정보가 송될 때 약 80%

가 주  성분이며, 20%가 고주 성분으로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다[7]. 이러한 시각의 정보는 체 정보에서 

20%는 안구의 반사작용(saccadic movement)에 활용되

어지고 80%는 물체의 치  형태를 인지하는 과정에 

용되고 있다[8]. 이러한 인간의 시각  정보의 특성을 

분해하기 해서 상의 특징을 주   고주  역

으로 분해가 필요하다. 웨이블릿 변환은 시간  주 수

에 하여 지역성을 가지는 신호로 표 할 수 있기 때문

에 비정체성 신호를 가지는 상을 해석하는 데 유리한 

을 가지고 있다. 웨이블릿으로 분해된 상은 인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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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유사한 주 수 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인간 시각에 민감한 부분에 비하여 상 으로 

둔감한 역의 상정보를 많이 제거함으로써 상인식

에 필요한 효율 인 상을 생성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인간 시각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웨이블릿 변환은 신호의 비정체성 신호

(non-stationary signals)나 신호의 경향성(trends), 신호

의 단 성(breakdown points), 유사성(self similarity), 다

해상도분석(multi resolution analysis), 정보의 주 , 

고주  분해능과 같은 신호의 과도기  특성을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웨이블릿 변환의 특성은 인

간의 시각정보처리과정의 특성과 유사하다[9].

4 제안하는 연구방법

4.1 망막에서 외측슬상핵(LGN)모형

인간의 망막구조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져 있다. 인간의 망막은 약 1억3천만개의 수용기로 구성

되어져 있다. 망막은 빛의 신호를 신경 신호로 변환을 수

행하는 곳이며, 약 1억3천만의 수용기(receptor) 정보는 

약100만개의 신경  세포로 송되는 과정에서 물체의 

형태정보  특징정보를 분류하여 축약되는 과정을 수

행하고 있다. 이때 망막에서 신경  세포로의 송되어

지는 정보는 130:1의 정보 압축을 수행하고 있으며 물체

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심와(fovea)의 정보는 축약정보

의 80%정도로 물체형태의 인식과정을 담당하는 신경  

세포의 Parvo-cell로 매핑이 이루어진다. 한 물체의 

치정보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축약정보의 20%

정도로 물체의 치를 검출과정을 담당하는 신경  세

포의 Magno-cell로 매핑이 이루어진다[10]. 상 정보의 

압축은 매우 엄청나게 이루어지지만 인간은 주 , 고

주  성분 분해능을 가지며 인식에 필요한 경로 따라 다

양한 데이터의 특성 분류를 하는 시각정보 처리특성을 

가지므로 인지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없이 물체를 인식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간의 주 , 고주  분해 정보 표 을 

하여 인간의 시각 특성을 잘 표 하는 EZW(embedded 

zerotree wavelet)를 이용하여 망막에서 외측슬상핵까지

의 정보압축과정을 모델화 하 다. [Fig. 2]에서  인간의 

망막에서 외측슬상핵(LGN) 세포까지의 정보축약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retina im age

wavelet transform

low
com pression

low frequency
information

high frequency
inform ation

parvocellular
cell m apping

m agnocellular
cell m apping

wavelet
reconstruction

LGN

high
com pression

[Fig. 2] The schematic diagram from retina to 
LGN

4.2 시각정보분해 및 축약

망막에 맺히는 상은 빛감지세포(photo-receptor)에 

의하여 빛의 신호를 기화학  신호로 변화가 이루어지

며 신경  세포로 정보 송이 이루어진다. 이때 신경

세포는 기시각피질로 정보 송을 하여 상의 신호

를 주  성분과 고주  성분으로 분해를 하며 상정

보를  축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망막에서 신경  

세포로의 매핑과정은 물체를 인식하기 한 경로(what- 

pathway)와 물체의 치를 인식하기 한 경로(where 

-pathway)를 담당하는 신경  세포의 Parvo celluar cell

과 Magno celluar cell로 정보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Parvo celluar cell은 일반 으로 물체를 인식하기 한 

경로이며 p-pathway라 불리기도 하며 일반 으로 상

의 색상  주 의 성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Magno 

celluar cell은 일반 으로 물체의 치를 인식하기 한 

경로이며 m-pathway라 불리기도 하고 일반 으로 상

의 윤곽정보  고주 의 성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시각  특징을 웨이블

릿의 주   고주 성분 분해능을 이용하여 모형화 

한다. 상의 주  성분은 아래의 식(1)을 이용하여 추

출하 다. 그리고 상의 고주  성분은 아래의 식(2)을 

이용하여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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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ression processing of the image

ⅰ) Smoothed Signal( 주  필터 계수에 의해 구해

지는 부분)


  






            (eq 1)

ⅱ) Wavelet Detail(고주  필터 계수에 의해 구해지

는 부분)


  






            (eq 2)

인간 안구의 심와(fovea) 역의 요한 데이터는 무

엇(what)에 련한 형태정보이므로 손실을 최 한 억제

하며, 심와 주변(pheriperal) 역의 데이터는 어디

(where)에 련한 치 정보이므로 최 한 작은 정보로 

수렴하게 되어있다. 

시각정보 처리 축약과정에서 방향성분   일 

때, 각 방향의 에지 성분을 가지는 고주  성분에 하

여 의 가 치를 부여한다. 수평, 수직 성분보다 

각 성분이 략 으로 의 크기만큼 인간 시각에 둔

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으로 실험 으로 밝 져 있다[11].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각 성분의 둔감성을 이용하여 

상축약과정에 용하 다.

4.3 EZW(Embedded Zerotree Wavelet)

EZW는 웨이블릿 계수를 부호화 하기 하여 Shapiro가 

제안한 방법으로 높은 압축율을 가지면서도 알고리즘이 

간단하고, 요한 정보가 비트 스트림의 앞부분에 오도

록 하는 embedded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9]. EZW에서

는 웨이블릿 변환 계수들을 요한 계수와 요하지 않

은 계수로 나 어서 요한 계수들의 치에 한 정보

와 요한 계수의 값에 한 정보로 나 어서 송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요한 계수들의 치를 나타내는 요도 맵을 압축 

송하는 단계는 dominant pass라 한다. 요하다고 

단된 계수는 subordinate pass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도 계수를 이용하여 인간시각정보를 압축 표

하 다[Fig. 3]. 웨이블릿 계수는 주어진 역치값 를 

기 으로 계수 x가 조건 ≧ 를 만족하면 요한 계

수(significant coefficient)로 그 지 않으면 요하지 않

은 계수(insignificant coefficient)로 정해진다. 본 논문에

서는 최근 웨이블릿 변환 방식  정지 상 압축에서 좋

은 성능을 보이는 EZW부호화 방법을 사용하여 시각정

보를 압축하 다. 식(3)은 기 역치값의 선정 방법이다.

  
⌊  ⌋            (eq 3)

4.4 LGN 복원

인간의 망막의 정보는 신경 세포로 정보의 송 과

정을 거치면서 최 의 정보축약과정을 거친다. 이후 망

막의 특징 지도라 불리는 기시각피질로 이동되기 이

에 양안의 정보를 외측슬상핵(LGN)으로 송한다. 이때 

외측슬상핵에서는 망막의 특정부 의 자극과 동일하게 

반응을 하므로 압축되어진 계수의 표 이 아닌 복원 

상의 표 이다. 이러한 특성은 웨이블릿변환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웨이블릿 변환시 역의 정보는 원 

상을 표 하는 섬세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원

상의 정보량도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망막의 심와 

역에서 신경 세포의 P-cell로의 매핑과정과 매커니즘이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고 역의 정보는 원 상의 형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상의 정보가 역에 비

하여 다소 으며, 심와 주변 역에서 신경 세포의 

M-cell의 매핑과정과 매커니즘이 유사하다. 이러한 시각

정보의 시각정보 압축 처리과정을 웨이블릿변환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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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pping process from LGN to primary visual cortex

하여 구 하 다. 

웨이블릿의 FIR 필터로 h 0  주  필터와 h 1  고주

 필터로 두면, 식 (4)과 같이 복원필터를 구할 수 있다.

  


  


            (eq 4)

역분할은 3 level mallat tree를 이용하 으며, 고

역은 98%가 역분할을 차지하므로, 부호화하기 하여 

각 역에 따른 수평, 수직, 각방향을 고려하여 지그재

그 스캔(Zigzag Scan)하여 부호화 하 다. 부호화된 

상을 다시 복호화과정과 역양자화과정을 거쳐서 각 단계

별의 압축된 상을 구하여 기시각피질로 송하기 

한 상을 구하 다.

4.5 초기시각피질 영상복원

시각정보처리과정이 규명되기 이 에는 망막의 정보

를 뇌에 직  달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fMRI  생체신호 분석에 의하면 인간은 망막의 

벨에서 인식에 필요한 정보는 최소 손실압축을 하게 되

며 치를 인식하기 한 정보는 최  손실압축을 수행

한다. 즉, 체 상정보를 뇌의 기시각피질로 송하

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로 상을 세분화하며 인식

에 필요한 정보를 송하는 것이다. 망막의 상은 망막

에서 신경 세포로 상 축약과정을 수행한 후 시신경 

교차를 통하여 외측슬상핵으로 정보가 송되어진다. 하

지만 기시각피질로 상이 송되어진 정보는 물체의 

인지 과정 이 에 망막에서 맺힌 정보양의 약 두배로 확

 되어진다. 즉, 상 송에 필요한 정보는 최소화 하면

서 상인식과정에 필요한 상은 최 한 확장되어진다. 

외측슬상핵에서 기시각피질로의 매핑과정은 [Fig. 4]

와 같이 이루어진다. 

5. 실험 및 결과분석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시각특성인 주  민감성, 고

주  둔감성의 특징을 가지고 망막에서 신경  세포까지

의 상정보 축약과정과 기시각피질까지의 상복원 

과정을 구성하 다. 그리고 처리된 정보의 인식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입력 패턴에 하여 정확한 해답을 주

지 않아도 생물학  인식시스템과 유사하고, 스스로 학

습이 가능한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인 Grossberg의 ART2

알고리즘을 채택하 다[12]. 

     

     

     

[Fig. 5] AT&T Face Database

<Table 1>의 실험 결과는 높은 압축율에서도 원 상

으로 복원하기 한 정보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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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기시각피질까지의 상복원과정에서도 원

상에 근 한 상표 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

고 있다. <Table 2>는 AT&T 얼굴 데이터베이스[그림 

5]를 이용한 시각정보 축약에 한 인식률 변화 실험결과

를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3>은 최종 시각정보복원

상에 한 인식률 변화에 한 실험 결과이다. 실험결과 

제안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상정보가 일반 인 상 압

축방법에 비하여 효율 인 인식성능을 가짐을 알 수 있

었다.

<Table 1> Image compression using EZW(256×256)
bit/pixel compression MSE PSNR

6 0.75  0.9040 48.5689

4 0.50 0.9040 48.5689

2 0.25 5.7965 40.4992

1 0.125 19.0545 35.3308

0.5 0.0625 49.1714 31.2137

0.0625 0.0078 276.2008 23.7186

<Table 2> Change in the recognition rate for 
visual information compression

bpp

DCT Proposed method

number of 
success

recognition 
rate

number of 
success

recognition 
rate

6 155 92.26% 155 92.26%

4 154 91.66% 155 92.26%

2 149 88.69% 155 92.26%

1 148 88.09% 154 91.66%

0.5 143 85.11% 154 91.66%

0.25 130 77.38% 152 90.47%

<Table 3> Change in the recognition rate for 
visual information reconstruction 

bpp

DCT Proposed method

number of 
success

recognition 
rate

number of 
success

recognition 
rate

6 158 93.45% 161 95.83%

4 155 92.26% 161 95.83%

2 153 91.07% 161 95.83%

1 148 88.09% 157 93.45%

0.5 145 86.30% 155 92.26%

0.25 142 84.52% 153 91.07%

6. 결 론

본 연구는 인간의 생물학  시각정보 처리과정의 특

징인 시각정보의 축약과 복원과정을 이용하여 상인식 

모형을 구 하 다. 인간의 시각시스템은 상정보 송

시 최 한 압축 송을 하며 인식과정에 들어가기 에 

상인식에 필요한 정보를 복원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즉, 망막의 상을 기시각피질로 모두 송을 하지 않

고 필요한 데이터의 형태로 상을 송하여 인식한다는 

것이다. 실험결과 상의 주  성분 보다 고주  성분

을 삭제하고 물체를 인식하여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한 상크기는 실험용 상 DB의 

크기 문제로 128x128, 256×256의 사이즈의 상을 사용

하 다. 실제 안구에 맺히는 상크기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크기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상에 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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