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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인간의시각인지형태와유사한결과를갖는 Saliency map의 정확성과 신뢰성을향상시키
기위해 학습한다중 특징을기반으로 개선된 saliency map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Saliency map 생성에서색상
기반의돌출영역추정시발생하는역선택이나부분손실등의부정확한결과가나오는것을보완하기위해제안하
는방법은학습기반의다중특징 데이터를생성하였다. 원 영상에서의색상 패턴과특이성을 갖는영역의 구별과정
을거쳐영상에서고려될특성들을분석하고, LAB 색 공간기반의색상분석을이용한유사돌출영역정의와특이
성영역의조합으로 학습데이터를 구성한다. 구성된 학습 데이터와 주파수, 색상, 초점정보 등의 low level feature
로 구한 돌출 정보를 결합한 뒤 최종 saliency map을 구하기 위해 재구성 과정을 거쳐 부정확한 saliency 영역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실험을 위해 Ground truth 이미지를 각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precision-recall 및
F-Measure 값을 구한 결과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7%, 29%의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 주제어 : 현저한 지도, 관심 영역, 특징 지도, 학습, 색 공간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generating improved saliency map by learning
multiple features to improv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saliency map which has similar result to human
visual perception type. In order to overcome the inaccurate result of reverse selection or partial loss in color
based salient area estimation in existing salience map generation, the proposed method generates multi
feature data based on learning. The features to be considered in the image are analyzed through the process
of distinguishing the color pattern and the region having the specificity in the original image, and the
learning data is composed by the combination of the similar protrusion area definition and the specificity
area using the LAB color space based color analysis. After combining the training data with the extrinsic
information obtained from low level features such as frequency, color, and focus information, we
reconstructed the final saliency map to minimize the inaccurate saliency area. For the experiment, we
compared the ground truth image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obtained the precision-recall value.

• Key Words : Saliency map, Region of interest, Feature map, Learning, Colo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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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상처리분야가현대사회에서다양한항목에접목되

면서 고도화된 영상처리 기술 연구를 위한 관심이 늘어

나고있다. 영상처리과정에서영상내특정관심영역을

분할할때사람의인식형태와유사한결과를얻도록하

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1,2,3,4,5]. 이 과정

에서 생물학적인 연구부분도 많은 진전이 있어 보다 다

양한 측면의 접근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정확성을 보다

향상시키려는연구가계속진행되었다[6]. 이러한사람의

인식 영역을 추정하여 특정 관심 영역을 표현하는 것을

saliency map이라고 하는데, 사람의기준과 유사한 결과

를얻는특성으로객체분할이나영상인식등의영상분

석을위한방법에적용시키려는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기존의 saliency map 생성방법은색상과밝기등의영상

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기본 정보들인 low level feature를

분석하여 조합하는 방법이 다수 제안되었으며, 윤곽선

정보, 그래프분할, 클러스터링등을이용한영역별가중

치를산정하는방법들이제안되었다[7,8,9,10,11,12]. 최근

에는정확성을향상시키기위해다차원의요소들을복합

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수 패턴의 정보를 학습한 뒤 학습

정보를기반으로돌출정도를계산하는방법이제안되었

다. 그러나단순정보로구성된 low level feature 기반의

알고리즘은 비교적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다차원요소를이용하거나학습기반의알고리즘의경우

정확성은 향상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13,14,15].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학습 데

이터 형태인 다중 특징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low

level feature를 통해생성되는 saliency map 결과를보완

한뒤최종 saliency map을 재구성하는방법으로학습기

반을사용하지만간단한특징데이터만을활용하기에단

순 low level feature 기반의 방법에 비해 속도차이가 크

지 않고, 부정확한 데이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2. 관련연구 
Saliency map 생성을 위한 접근은 인간의 관심에 관

한심리학이론을기반으로이루어진다. 최근의 saliency

map 생성 방법들은 보통 심리학 이론과 같은 생물학적

유인으로계산하는방법과계산적접근을사용하는방법,

두방법이혼합된형태의방법이연구되고있다. 주로인

간의 시각주의를 모방하기 위해 영상 내 희귀성을 갖는

영역을 찾거나 계산적 접근을 위해 Difference-of-

Gaussian (DoG) 필터와 같은 영상 내 특징 추출을 위한

필터들로 추출한 결과를 융합하는 과정을 사용한다[16].

이러한방법들은대부분 low level feature 단계의대비와

색상 특징을 고려하고, 영상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차이가커특별하게보일부분을산정한뒤, 어떤특정한

시각적형태를가졌거나무게중심점을갖는부분을검토

하고, 최종적으로 사람의 얼굴과 같은 높은 수준의 특징

요소를포함시켜계산하는방법을사용한다[17]. 또한생

물학적 유인과 계산적 접근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 다양

한모델을학습한뒤분류하는방식의학습기반알고리

즘도 다수 연구되었다. 보통 saliency map 생성 방식의

분류는단순한생물학적유인들과계산적접근들을융합

하여 추론해내는 접근 방식인 상향식 방식과 사전에 정

의한학습내용들을기반으로분류하는하향식방식으로

나눈다. 상향식방식은색상과밝기, 방향등의요소들을

고려하거나 영역 별 히스토그램 비교 연산, 주파수 튜닝

방법 등이 대표적이고, 하향식 방식은 Support Vector

Machine(SVM) 방식의 학습 방법이나 Conditional

Random Field(CRF) 방식의 학습 방법 등이 있다. 현재

까지대부분상향식방식의 saliency map 생성방법들이

다수 제안되었으나, 최근 들어 보다 정확한 결과 획득을

위해 학습 구조를 갖는 하향식 방식의 알고리즘들이 다

수 제안되었다[18]. 그러나 현재까지의 알고리즘에서는

주 객체 대상에 대해 정확성이 떨어지고, 동일한 객체에

대해균일한 saliency 값을갖는결과를획득하기가어려

운 문제가 있다.

3.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방법에서는개선된 saliency map 생성을위

해 영상을 입력할 때마다 학습 데이터를 형성하고, 기본

적인 saliency map 추정을위한 low level feature들의조

합 결과를 구성한 뒤, 학습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생성된

돌출 정보의 형태를 구분하고 최종 보완하는 방법으로

영상 내 saliency 정도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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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proposed method

3.1 학습 데이터구성
일반적인 Saliency map 생성 과정에서 영상의 색상

구성에 따른 배경이나 비 객체 영역에 saliency 값이 할

당되는 역 선택의 결과나 객체 형태의 부분손실이 나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을 입력

할때마다영상의정보를학습하여유사한영상에대해

보다 정확한 saliency map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데이터의종류는크게 2가지로구분된다. 첫째로

학습된데이터와입력영상과의유사도를분석하여참조

범주를결정하고, 기본적인영상정보와 saliency 값이존

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 분석 정보가 포함된 origin

set을 구성한다. 둘째로초기 saliency map 생성시영상

에서색정보를이용한추정을거치는데, 이 과정에서생

기는역선택이나부분손실을방지하기위해 LAB 색공

간을이용한 saliency 영역을추정한것과앞서 origin set

에서 구한 예상 saliency 영역의 정보를 조합하여 역 선

택이나부분손실등의정보를포함하는 Distribution set

을 구성한다.

Origin set을 구성하는세부정보는다음과같다. 먼저

원 영상과의 유사도를 분석하기 위해 gray scale로 영상

을 변환 후 히스토그램을 분석한다.

(1)

(a) (b)

[Fig. 2] Original image (a) histogram result (b)

히스토그램만으로는 입력 영상과 학습 데이터 간의

유사도 측정과정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saliency 값이존재할것으로예상되는영역분석을위해

3x3 크기의 고주파 필터 커널 을 적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gray scale로변환한것과중심점의값과주변값

의 합의 0으로 수렴하는 커널 로 획득한 영상을

gray scale로 변환 뒤 임계화를 거쳐 노이즈를 최소화한

결과의 대조 방법을 이용한다.

  ∗ (2)

  i f ∗ 
 

(3)

   (4)

(a) (b)

[Fig. 3] Original image (a) Expected valid image(b)

예상 유효 영역 분석 이미지는 배경이나 불필요한 잡

음데이터가 최소화된 형태로, 경계 중심의 객체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 영역

에 0이 아닌 값을 가진 데이터가 존재하는경우유효값

으로 바꿔준 영상 을 영상을 전체 크기에 일정 비

율개수 로나눈뒤영역별유효데이터수를학습함

으로써입력영상에대해비교및선택할수있도록하는

origin set 구성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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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Original image (a) segmented area for valid 
count (b)

Distribution set은 색상 정보를 이용한 saliency map

에서 발생할수있는역선택이나부분손실을최소화하

기 위해 단순 색상 정보를 이용해 추정한 saliency map

결과를앞서 origin set에서구한경계중심의영역별유

효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

록 한다.

먼저 색상 정보 기반의 saliency map 생성을 위해 입

력영상의 RGB 색상공간을사람의시각인지형태와유

사한형태를갖는 LAB 색상공간으로변환한후다음의

수식을 이용한다.

  
 



(6)

(a) (b)

[Fig. 5] Original image (a) base saliency map result (b)

색상정보기반의 saliency map에서추정된돌출영역

부분이실제객체영역과관련이있는지분석을위해앞

서구했던영역별유효데이터정보와의대조과정을거

쳐실제객체영역에돌출값이잘적용됐는지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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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과정을통해얻어진 을통해일치정도가

높으면색상정보를이용한돌출영역추정에문제가없

는것으로판단하고, 떨어지는경우부분손실, 기준 미달

의 경우 역 선택의 결과로 가정하여 차후 saliency map

재구성 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Initial Saliency map 생성 과정
초기의 돌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앞서 사용한 색상

정보와 영상 내에서 밀집된 데이터의 영역을 판별하는

것으로 주요 객체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해 고역 필터를

이용하여 고주파 영상의 정보를 포함한다.

주요 객체 위치를 탐지하기 위한 고주파 영상 정보를

획득하기원영상과원영상의반전영상에고역필터데

이터를 적용하고, 각 적용된 영상의 결과를 다시 원 영

상과 반전 영상에 대응시켜 질감이 최소화된 결과를 획

득한 뒤, 질감이 최소화된 영역들을 역으로 추정하는 방

법을 사용하여최종 고주파 영상 정보  를 얻는

다. 얻은 고주파 영상 정보와 색상 정보 기반의 saliency

map을 각각 비례 가중한 값을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데이터를추출하기위해최소임계값 m in으로임계화

과정을 거친다.

 










if ⋁  min 



   




    

(9)

(a) (b)
[Fig. 6] Original image (a) Initial saliency map resul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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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습데이터 기반의 Saliency map 보상
Initial saliency map과 학습 데이터에서 구성된

Distribution set을 이용하여 입력된 영상의 돌출 정보의

구성을 파악하고, 보상하기 위한 내용을 정의한다. 우선

Initial saliency map의 결과가 학습 단계에서 구성된 예

상유효영역과의일치정도를분석한다. 일치정도분석

을위해예상유효영역분석에서최소값이상의픽셀에

대해 Initial saliency map에서 동일한 위치의 주변을 분

석하고, Initial saliency map 전체의돌출정보값을기준

으로 분석된 위치의 값을 추정하여 해당 영역이 실제

Initial saliency map에서 비교적 강한 돌출 영역을 가져

유효성을갖는영역인지판단한다. 유효성값  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0)

예상유효영역영상에서최소값이상의픽셀위치에

탐색범위 만큼주변을탐색하면서각위치의값의총

합이 일반적으로 saliency map에서 유효성을 갖는 영역

은 전체 영상에서 비교적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Initial saliency map 전체 픽셀의 평균값

 대비 유효성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단순 색상 정보 기반의 saliency map 결과와 대

조하여객체영역으로추정될질감으로추정한객체영

역이포함될때단순한색상정보로추정한돌출정보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역 선택과 부분손실 등을 확인한다.

분석된 데이터들을 앞서 학습과정에서 획득했던

 값을과의비교를 통해 입력 이미지의 saliency

map 구성패턴을확인하고, 역 선택이나부분손실의발

생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과정을 수행한다.

3.4 Saliency map 재구성 
시각적 돌출 영역의 기대 값을 재구성하기 위해 유효

값을갖는각위치에서색상위치밀도분포를분석하고,

해당위치에서의색상값밀도를전체영상의색상평균

대비 분석을 통해 시각적 차이가 두드러지는 돌출 영역

의 값을 산정한다.

먼저 재구성을 위한 색상 밀도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LAB 색 공간에서 각 채널의 평균값 가중치 를 산

정한다.

 


  



  

(11)

색상 분포 가중치에 Initial saliency map 에서의 유효

좌표값에 대해 주변을 탐색하며 LAB 채널에 대한 평균

값 가중치를 가중하여 밀도 정보가 가중된 값

을 정의한다.

  ∑  
   (12)

최종재구성을위해보통의 saliency map에서돌출값

이 균등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값과 최소

값의 대비연산을 통해 데이터가 존재하는 범주를 좁혀

균등화를 위한 과정을 수행한다.

′ maxmin
min

 (13)

(a) (b)

[Fig. 7] Original image (a) Final saliency map result(b)

최종결과불필요한돌출정보가삭제되고, 주요객체

에 대해 강조된 saliency map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실험 결과
실험을 위해 MSRA10K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하여 기존에 제안된 알고리즘들과 제안하는 방법을

Ground Truth 영상과 비교하였다.

다양한 패턴을 갖는 이미지들에 대해 기존의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부적합한배경이나객체주변과같은영

역에서 saliency값이 존재하고, 동일한 객체에 대해

saliency 값이 균일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며, 실제

saliency 값을 가져야 할 객체 영역에서의 saliency 값을

가지지 못하거나 손실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등의 정

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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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에서는 부적합한 영역의 최소화하여 신뢰성을

향상시켰고, 동일한객체에대해 saliency 값을균일하게

가지며실객체영역에대해손실을최소화하는값을가

지므로 정확성이 향상된 결과를 보인다.

(a) (b) (c) (d) (e)

[Fig. 8] Original image (a) FT[12] (b) HC[11] (c) Proposed 
method (d) Ground Truth (e)    

정량적 비교를 위해 ground truth 이미지와 각 실험

결과 이미지를 precision-recall방법을 이용하여 비교하

였다. 다음 수식에서 는 분할영역, 는 ground

truth, 는 일치하는 픽셀의 개수를 세기 위한

픽셀의개수이다. Precision 값은 saliency map 결과가갖

는 전체 유효 픽셀 개수 대비 ground truth 영상과

saliency map에서의 동일한 유효 픽셀의 비율을 나타내

는지표이며, recall은 ground truth 영상이 갖는전체유

효픽셀개수대비 saliency map 결과와 ground truth 영

상에서 유효 픽셀의 일치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다양한

saliency map 추출방법을비교, 평가하는방법으로자주

쓰인다.

Pr

∩ (14)

 

∩
(15)

[Fig. 9] Precision-Recall Graph

[Fig. 9]의 Precision-Recall 그래프 결과에서는 제안

방법이 기존에 제안된 방법들에 비해 좋은 결과를 나타

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기존의 알고리즘에

서존재하는배경영역과같은불필요한인식영역의포

함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였고, 실

제 인식영역으로추정될부분에서포함되지않는영역

을고주파수데이터의활용을통해손실을최소화함으로

써정확성과재현성이개선되어평균적으로기존의알고

리즘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개선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동일한 객체에 대해 균일한 Saliency 값을 갖는 결

과로인해이진화과정에서보다명확한객체영역을얻

을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한 처리 과정에서 각 영역을 구

분하여 접근할 수 있으므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

Precision-Recall의 결과를보다직관적으로나타내기

위해 Precision과 Recall을동시에가중치로가져알고리

즘의 종합적 신뢰성 값을 확인할 수 있는 F-measure를

추가하였다. F-measure를 계산하기 위해 수식 (16)에서

사용된 베타값은 0.3 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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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measure graph

F-measure 측정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값이 가

장높은결과를보여준다. 최종적으로연산된 F-measure

값도 타 알고리즘에비해좋은결과값을보여주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논문에서는향상된 saliency map 생성을위해학습

을이용한다중특징지원방식의방법을제안하였다. 제

안하는 방법을 이용한 saliency map에서는 기존의 단순

색상분석기반의 saliency map 생성에서나타날수있는

역 선택이나 부분 손실 등의 부정확한 데이터를 최소화

하였고, 배경이나객체주변에서획득될수있는돌출정

보를 줄일 수 있어 주 객체 영역에 집중된 형태의 돌출

정보 값을 가진다. 또한 학습 형태로 동작하는 방식이지

만절차가간단하고소요시간이적어기존의비학습방

식과큰차이가없지만간단한학습기능으로인해향상

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생성한 saliency map을 기

반으로 이미지를 분할하거나 영상 내 주요 객체를 인식,

추적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사 영상을 검색하는 등

다양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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