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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에서 돌출되는 객체를 검출하기 위해 Saliency Attention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돌출 객체 검출은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물체를 배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며, 이미지에서
관련성이 높은 부분을 결정한다. 객체 추적 및 검출, 인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기존의 딥러닝 기반
방법들은 대부분 오토인코더 구조로, 특징을 압축 및 추출하는 인코더와 추출된 특징을 복원 및 확장하는 디코더에서 
많은 특징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손실로 돌출 객체 영역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배경을 객체로 검출하는 문제가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오토인코더 구조에서 특징 손실을 감소시키고 배경 영역을 억제하기 위해 Saliency Attention을 제안
하였다. ELU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 특징 값의 영향력을 결정하며 각각 정규화된 음수 및 양수 영역의 특징값에 
Attention을 진행하였다. 제안하는 Attention 기법을 통해 배경 영역을 억제하며 돌출 객체 영역을 강조하였다. 실험
결과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향상된 검출 결과를 보였다. 

주제어 : Saliency Attention, 딥러닝, 객체 검출, 활성화 함수, 영상 처리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deep learning-based detection method using Saliency Attention 
to detect salient objects in images. The salient object detection separates the object where the human 
eye is focused from the background, and determines the highly relevant part of the image. It is usefully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object tracking, detection, and recognition. Existing deep learning-based 
methods are mostly Autoencoder structures, and many feature losses occur in encoders that compress 
and extract features and decoders that decompress and extend the extracted features. These losses 
cause the salient object area to be lost or detect the background as an object. In the proposed method, 
Saliency Attention is proposed to reduce the feature loss and suppress the background region in the 
Autoencoder structure. The influence of the feature values   was determined using the ELU activation 
function, and Attention was performed on the feature values   in the normalized negative and positive 
regions, respectively. Through this Attention method, the background area was suppressed and the 
projected object area was emphasized. Experimental results showed improved detection results 
compared to existing deep lear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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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딥러닝을 이용한 영상처리 기법은 흑백 이미지 
채색화, 객체 검출 및 인식, 초해상도 기법, 문자 검출 및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1-3]. 객체 검출 
및 인식 분야가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 분야의 기초가 
되는 방법은 돌출 객체 검출(Salient Object 
Detection)이다. 영상이나 단일 이미지에서 사람의 주의
를 끄는 객체를 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객체 인식, 
장면 분류, 추적 및 검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윤곽선 기반 방법, 분할 기반 방법, 
딥러닝 기반 방법이 있다.

딥러닝 기반의 검출 방법은 대부분 복잡한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높은 검출률을 나타
내는 방법이다. 기존의 돌출 객체 검출 방법들은 대부분 
오토인코더 구조이며[4], 크게 모델 구조의 변형과 손실 
함수를 변형하는 방식이 있다. 얕은 구조로 인한 특징 추
출 과정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델 구조를 개선하
며, 학습 과정에서 손실 함수의 오차를 최대한 감소시키
기 위해 손실 함수를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
들을 활용하여 최근 딥러닝 기반의 돌출 객체 검출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객체와 배경의 유사도가 높거나 다수의 객체가 존재하는 
등으로 인해 검출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기존의 딥러닝 기반의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FCN(Fully Convolutional Networks)[5]과 U-Net[6]
이 있으며, 특징 추출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skip-connection과 concatenation을 사용하였
다. 그러나 특징 추출 단계에서 다양한 값들이 추출되며 
이 과정에서 특징 값이 음수로 표현될 수 있다. 기존의 
방법들은 음수 영역의 값을 활용하지 않으며 양수 영역
의 값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방법들은 이러한 과정
에서 특징 손실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음수 영역까지 모두 활용하며 특징 손
실을 최소화하며, 복잡한 환경의 문제로 인해 손실되는 
돌출 객체의 영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하는 Saliency 
Attention을 이용한 딥러닝 모델 구조를 제안하였다.

2. 관련연구

2.1 오토인코더(Autoencoder)
오토인코더는 인코더(Encoder) 및 디코더(Decoder)

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처리 분야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 및 복원하기 위한 인공신경망이다[7]. 인코더는 입
력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특징을 추출하여 내부 표현으로 
변환하는 인지 네트워크이다. 디코더는 압축된 데이터나 
추출된 특징인 내부 표현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생성 네
트워크이다. 이러한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은닉 계층의 노
드 수가 감소나 증가 없이 입력 계층과 같으면 입력을 출
력으로 복사한다. 따라서 Fig. 1처럼 입력 계층보다 적은 
수의 노드를 사용하는 은닉 계층을 통해 데이터를 압축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노드 수를 조정하면 효율적인 데
이터 표현 방법을 학습하고 제어한다. Fig. 1은 오토인코
더의 구조이다.

Fig. 1. Autoencoder structure

2.2 강조 영역 추출 기법
객체 인식, 검출 등을 수행할 때 객체의 특징이 이미지 

전역에 분포되어 있지 않고 특정 영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영역을 강조 영역 추출 기법(Attention 
Mechanism)을 통해 강조하고 불필요한 특징을 억제하
여 객체 인식 및 검출의 성능이 향상된다[8,9]. 최근 딥러
닝 기반의 모델 구조가 깊어질수록 많은 컨볼루션 연산
과 풀링으로 인해 전역적 특징이 손실되며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특징을 위주로 추출된다. 

Channel Attention는 전역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특징의 채널 관계를 활용한다. 채널 간의 상관관계가 계
산되어 위치 정보가 손실되는 단점이 있다.

Spatial Attention는 위치 정보가 손실되는 Channel 
Attention을 보완한다. 채널과 공간 특징을 활용하여 전
역적 및 위치 특징을 강조한다. 특징을 컨볼루션 연산으
로 1개의 채널로 결합한 후 입력 특징과 요소 곱하여 채
널과 지역 특징을 활용한다. Fig. 2와 식 (1)은 Spatial 
Attention의 모듈이다.

m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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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tection model structure using proposed Saliency Attention

Fig. 2. Spatial Attention module

와 max는 평균 풀링과 최대 풀링이며, ⊗는 요
소 곱, 는 Sigmoid이다. max 는 입력이 
일 때, 평균 및 최대 풀링 결과의 concatenation[10]
이며, 는 컨볼루션 연산이다. concatenation 후 컨
볼루션으로 1개의 채널로 결합한다. 위의 강조 기법들은 
요소 곱을 수행하며, 작은 값을 가지는 특징끼리의 곱은 
상대적으로 억제된 특징을 추출된다. 큰 값을 가지는 특
징끼리의 곱은 강조된 특징이 추출된다.

3.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오토인코더 구조에서 발생하는 손실
을 감소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징을 추출 및 압축
하는 인코더 과정에서 활성화 함수 중 ELU(Exponential 
Linear Unit)를 사용하여 음수 영역의 특징을 활용하였
다. 추출된 특징에 제안하는 Saliency Attention을 사용
하여 양수 영역에서 객체의 질감 및 윤곽선 정보를 강조
하였고, 음수 영역에서 비 객체 영역을 억제하였다. 디코
더 단계는 concatenation을 통해 인코더 단계의 특징을 
활용하였다. Fig.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aliency 
Attention을 이용한 검출 모델의 구조이다.

3.1 Saliency Attention을 이용한 특징 추출
딥러닝에서 컨볼루션 연산은 양수 및 음수 영역의 결

과를 가진다. 이러한 연산 결과에 ReLU 함수[11]를 적용
할 경우, 양수 영역을 선형적으로 출력하고 연산 속도가 
빨라 효율적인 특징 추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수 영역
이 0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손
실이 발생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음수 영역에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ELU 함수[12]를 사용하였다. ELU 함수는 
양수 영역에서 ReLU와 같이 처리하며 음수 영역은 
exp() 함수를 사용하여 로 수렴한다. 식 (2), (3)은 
ReLU 및 ELU 함수이고 그래프는 Fig. 4이다.

  max 

   ≥ 

    


                 (a)                              (b)
Fig. 4. ReLU and ELU activation function graph
         (a) ReLU activation (b) ELU activation

식 (3)에서 의 값을 클수록 음수의 영향력이 커지며, 
데이터 변화량이 많은 경계 정보의 주변 질감 정보가 다
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 객체 영역을 
억제하기 위해 단일화된 음수 영역의 질감 정보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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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단일화된 질감 정보를 얻기 위해 ELU에서 의 
값을 1로 설정하였다. Fig. 5는 입력 이미지 (a)에 대해 
컨볼루션 연산 후 ReLU 및 ELU 함수를 적용한 결과이
다. 음수의 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Sigmoid 함수로 
정규화하여 시각화하였다.

        (a)                    (b)                    (c)
Fig. 5. Feature map by each activation function
         (a) Input image (b) ReLU function (c) ELU function

ReLU는 배경과 객체의 질감 및 경계 정보가 추출되
나 유사하게 추출되는 문제가 있다. ELU는 ReLU의 문
제를 보완하며 넓은 영역에서 특징을 표현한다. ELU를 
이용하여 음수 영역 값을 바탕으로 비 객체 영역을 억제
하는 Saliency Atten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 Fig. 6은 
제안하는 Saliency Attention의 구조이다.

Fig. 6. The proposed Saliency Attention structure

Saliency Attention은 ELU를 적용한 후 양수 및 음
수 영역으로 분리한다. 그 후 분리된 영역에 × 컨볼
루션으로 특징을 결합한 후 ELU 특징 맵과 요소 곱하여 
Spatial Attention하였다. 각각 강조된 특징 맵에 요소 
합을 이용하여 최종 결합하였다. Fig. 7은 ELU를 양수 
및 음수로 분리한 그래프이며, 식 (4)와 (5)는 각 영역에 
대한 수식이다.

   ≥    


   ≥ 

    
   

             (a)                               (b)
Fig. 7. ELU activation function graph seperated as

positive and negative regions
        (a) Positive region (b) Negative region

Fig. 8은 식 (4), (5)를 통해 각 영역으로 분리된 특징 
맵이다. (c)는 양수 영역이고 (d)는 음수 영역이며, 양수 
영역은 이미지에서 데이터의 변화량에 따라 다양한 경계 
및 질감 정보가 추출된다. 추출된 특징은 명도와 색상, 조
명에 영향을 받아 비 객체 영역의 특징과 객체의 특징이 
유사하게 추출되는 문제가 있다. 음수 영역은 로 수
렴하는 형태로 특징값의 변화량이 큰 영역들은 경계 정
보로 나타나며, 변화량이 작은 영역들은 비슷한 질감 정
보로 표현된다.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한 번에 연산하는 
기존의 Attention 기법과 달리 각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각각 따로 연산하여 강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a)              (b)              (c)              (d)
Fig. 8. Seperated results from positive and negative 

regions in ELU
         (a) Input image (b) ELU feature map
         (c) Positive region feature map
        (d) Negative region feaure map

각 분리된 영역에 식 (6)과 (7)을 이용하여 양수 및 음
수 영역에 각각 Spatial Attention을 진행하였다. 기존
의 Spatial Attention의 경우, 각각 분리된 영역에서 풀
링으로 대푯값을 출력하여 다양한 질감 정보가 손실된다. 
또한, Sigmoid로 특징값이 정규화되어 경계 정보가 손
실된다.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은 
풀링 및 Sigmoid를 사용하지 않고 컨볼루션과 요소 곱
으로 Spatial Attention하였다.

  ⊗ 

  ⊗ 



딥러닝 기반의 돌출 객체 검출을 위한 Saliency Attention 방법 43

와 는 각각 입력 일 때 양수 및 음수 
영역 강조이며, 과 은 각각 ×, × 컨볼루션, 
⊗는 요소 곱이다. [그림 9]는 각각 분리된 영역에 식 (6)
과 (7)을 통해 Spatial Attention한 결과이다.

        (a)                   (b)                    (c)
Fig. 9. Attention feature map by each regions
         (a) Input image (b) Positive attention (c) Negative attention

양수 영역은 돌출 객체와 비 객체 영역의 경계 정보가 
강조되었으며, 돌출 객체의 질감 정보도 강조되었다. 음
수 영역은 비 객체 영역이 억제되었으며, 돌출 객체의 질
감과 경계 정보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각 영역에서 강조 결과를 결합하여 돌출 객체
를 강조하고 비 객체 영역을 억제하였다. 그 후 딥러닝 
과정에서 입력과 출력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 학습할 때 
출력 계층부터 입력 계층까지 가중치를 전달하는 역전파 
과정에서 기울기가 소실되어 학습이 느려지거나 효과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울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skip-connection을 사용하여 입력과 출력의 차이만큼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식 (8)은 강조 결과를 결합하는 
식이고, 식 (9)는 skip-connection을 수행하는 식이며, 
[그림 10]은 각 수식에 대한 결과이다.

 
    

  

        (a)                    (b)                   (c)
Fig. 10. Combination and skip-connection results
          (a) Input image (b) Combination result
          (c) Skip-connection result

이와 같이 skip-connection을 통해 요소 합할 경우 
학습에서의 이점뿐만 아니라 Spatial Attention하는 요
소 곱 과정에서 정규화하지 않았던 특징 정보까지 활용
하였다. 정규화되지 않은 강조된 특징 정보들을 입력 특
징과 요소 합하여 입력 특징으로부터 강조 및 억제를 진
행하였다.

3.2 concatenation을 이용한 디코더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추출된 특징을 복원 및 확장하는 

단계로 특징 값끼리 상관관계 정보가 손실된다. 디코더에
서 concatenation을 통해 인코더에서 Saliency 
Attention으로 추출된 특징들을 활용하여 손실을 방지
하였다. 식 (10)은 concatenation으로 같은 크기의 특
징 맵을 이어붙여 채널 수가 증가한다.

   ××  

는 입력이 일 때 Saliency Attention을 
수행한 결과이며, ×는 특징 맵의 크기이다. 는 
입력이 일 때 역컨볼루션을 수행한 결과이다. 
 는 ×로 같은 크기의 특징 맵끼리 
concatenation하는 식이다.

concatenation을 통해 손실된 상관관계 정보와 강조
된 특징값을 인코더로부터 보충하였다.

3.3 Residual block을 이용한 concatenation
각 단계의 Saliency Attention 결과를 디코더에 

concatenation을 수행할 경우 특징이 정제되지 않아 강
조된 돌출 영역만 표현된다. 이 영역을 정답 이미지에 가
깝게 정제하기 위해 residual block을 사용하였다. 기존
의 residual block은 ReLU 2개와 × 컨볼루션 2개
로 구성되어 있다. ReLU 함수를 사용할 경우 Saliency 
Attention으로 생성된 음수 영역들이 활용되지 않기 때
문에 제안하는 방법은 ELU를 사용한다. 또한, residual 
block에서 skip-connection 적용 후 활성화 함수를 제
거하여 활성화 함수를 통해 정규화되는 문제를 방지하였
다. 식 (11)은 ELU를 사용하는 residual block의 수식
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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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1)을 통해 특징 정제한 결과는 Fig. 11이다. 
Saliency Attention을 바로 concatenation한 결과와 
달리 residual block으로 특징이 정제되어 정답 이미지
에 가깝게 돌출 맵이 생성되었다. residual block을 사
용하여 정규화되지 않은 특징값을 재구성하여 강조 영역
이 표현되었다.

       (a)               (b)              (c)              (d)
Fig. 11. Detection results of proposed method
           (a) Input image (b) Only Saliency Attention application
           (c) Using residual block (d) Groundtruth

3.4 손실 함수
제안하는 딥러닝 모델은 손실 함수로 L2 함수를 사용

하였다[13]. L2 손실 함수는 정답 이미지와 모델로 예측
한 결과의 오차 제곱을 비교하는 함수로 MSE(Mean 
Squared Error)라 불린다. MSE는 값이 급격히 변화하
는 이상치에 대해 큰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딥러닝 
모델의 가중치를 조정한다. L2 손실 함수는 식 (12)이다.

 




 

 

는 정답 이미지이며, 은 제안하는 딥러닝 모델의 
예측 결과이다. 학습 과정은 정답과 예측 결과의 차이를 
합한 결과인 의 값을 줄여나가 오차를 감소시켜 가
중치를 조정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실험 환경 및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학습 데이터셋으로 HKU-IS 4,447장

을 사용하였고, 실험 데이터셋으로 ECSSD 1,000장과 
MSRA10K 10,000장을 사용하였다. 제안하는 딥러닝 모
델의 최적화 함수는 Adam optimizer(Adaptive 
Moment Estimation optimizer)를 사용하였으며, 초
기 학습률은 0.0001로 설정하였고, 에폭(epoch)은 100, 
배치 크기(batch size)는 16으로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의 비교 및 분석을 위해 평가 지표는 
F-Measure, MAE(Mean Absolute Error), Precision, 
Recall을 사용하였다.[14,15] MAE는 식 (13), Precision과 
Recall은 식 (14), F-Measure는 식 (15)이다.

×
 










   




  




  
×

×


식 (13)에서  는 예측된 결과이며,  는 
정답 이미지를 의미한다. ×는 이미지의 크기이다. 
따라서 평균 절대 오차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좋은 성
능을 나타낸다. 식 (15)에서 은 0.3이며, 정밀도 및 재
현율과 같이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0보다 클수록 좋
은 성능을 나타낸다.

4.2 실험 결과 및 고찰
실험 결과는 기존의 FCN과 U-Net을 제안하는 방법

과 비교하였고, 두 방법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학습하고 
실험하였다.

Fig. 12. Comparing of results in ECSSD dataset ①
           (a) Input image (b) FCN (c) U-Net
           (d) Saliency Attention(Ours) (e) Groundtruth

Fig. 12는 ECSSD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방
법의 실험 결과와 다른 방법들을 비교한 이미지이다. 
FCN은 표지판 및 자동차 이미지의 경우 돌출 객체의 질
감 정보가 손실이 발생하였다. U-Net은 표지판의 윤곽
선 및 질감 정보를 잘 검출하였으나 기둥까지 오검출하



딥러닝 기반의 돌출 객체 검출을 위한 Saliency Attention 방법 45

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검출 결과가 향상되었으며, 강조 
기법으로 돌출 객체인 표지판 및 자동차의 윤곽선과 질
감 정보를 강조하여 특징 손실이 감소하였다. 또한, 제안
하는 방법은 ECSSD 데이터셋에서 꽃과 불가사리 이미
지의 윤곽선 및 질감 정보를 잘 보존하여 다른 방법들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Fig. 13. Comparing of results in ECSSD dataset ②
           (a) Input image (b) FCN (c) U-Net
           (d) Saliency Attention(Ours) (e) Groundtruth

Fig. 13은 Fig. 12와 마찬가지로 ECSSD 데이터셋을 
사용한 실험 결과이다. FCN은 돌출 맵을 생성할 때 8배 
업샘플링하므로 checkerboard 현상이 발생하며, 윤곽
선과 질감 정보의 손실로 꽃과 유리잔의 윤곽선 정보를 
보존하지 못한다. U-Net은 디코더 과정에서 윤곽선과 
질감 정보 손실로 인해 꽃 이미지에서 검출에 실패하였
다. 또한, FCN과 U-Net은 인코더 단계가 얕은 컨볼루션 
계층을 가져서 특징을 추출할 때 윤곽선 및 질감 정보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배경에 대해 특징 추출이 어
렵다. 제안하는 방법은 인코더 단계에서 Saliency 
Attention을 통해 윤곽선 및 질감 정보를 보존하고, 배
경 영역을 억제하여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Fig. 14는 MSRA10K 데이터셋의 실험 결과이다. 
FCN은 돌출 객체의 윤곽선 정보를 잘 보존하였지만 디
코더 과정에서 checkerboard 현상이 발생하며 질감 정
보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U-Net은 윤곽선 정보가 손실
되어 질감 정보도 손실되며 검출에 실패하는 결과를 보
였다. 거울 이미지의 경우 반사되어 복잡한 질감 정보를 
갖게 될 경우 FCN과 U-Net은 질감 정보를 손실하였다. 
또한, U-Net은 거울 주변의 보도 블럭의 윤곽선이 거울
의 윤곽선과 유사하여 윤곽선 검출에 실패하였다. 제안하

는 방법은 윤곽선 및 질감 정보를 Saliency Attention을 
통해 보존하고, 배경 영역에 대한 정보를 억제하여 기존 
방법 대비 돌출 객체 검출 성능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Fig. 14. Comparing of results in MSRA10K dataset ①
           (a) Input image (b) FCN (c) U-Net
           (d) Saliency Attention(Ours) (e) Groundtruth

Fig. 15. Comparing of results in MSRA10K dataset ②
           (a) Input image (b) FCN (c) U-Net
           (d) Saliency Attention(Ours) (e) Groundtruth

Fig. 15는 MSRA10K 데이터셋을 사용한 실험 결과이
다. FCN의 사이드미러 검출 결과는 거울에서 표현되는 
복잡한 질감 정보가 손실되고, 업샘플링 과정에서 
checkerboard 현상이 발생하였다. U-Net은 거울에 반
사되는 다양한 질감 정보로 인해 손실되었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 향상된 검출 결과
를 보였다.

Table 1과 Table 2는 제안하는 방법과 다른 알고리
즘을 ECSSD, MSRA10K 데이터셋에 대해 MAE, 
Precision, Recall, F-Measure를 비교한 표이다. 제안
하는 방법의 MAE는 ECSSD와 MSRA10K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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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93, 0.0398로 낮은 에러율을 보였으며, FCN과 
U-Net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은 
두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Precision과 Recall, 
F-Measure이 약 6%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Table 1. ECSSD dataset detection results
 ECSSD dataset

method MAE Precision Recall F-Measure

FCN 0.2272 0.831 0.733 0.807

U-Net 0.2077 0.858 0.765 0.835
Proposed 0.0693 0.924 0.875 0.917

Table 2. MSRA10K dataset detection results
 MSRA10K dataset

method MAE Precision Recall F-Measure

FCN 0.1545 0.876 0.796 0.859

U-Net 0.1502 0.888 0.807 0.870
Proposed 0.0398 0.945 0.908 0.941

기존의 딥러닝 방법인 FCN과 U-Net은 음수 영역의 
특징 값을 활용하지 않아 특징 추출 과정에서 손실이 발
생하였다. 복잡한 질감 정보를 가질 경우 질감 정보도 손
실되며 윤곽선 또한 손실되는 결과를 보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Saliency Attention을 통해 음수 영역을 활용하
였으며 질감 정보 및 윤곽성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나 영상에서 사람의 관심이 집중
되는 객체를 검출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의 모델을 제안
하였다. 기존의 방법들은 대부분 오토인코더 구조이며 인
코더와 디코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징 손실로 인해 검
출에 실패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Saliency Attention을 
통해 인코더에서 특징 손실을 방지하였으며 Residual 
Block으로 특징을 재구성하였다. Saliency Attention은 
ELU 활성화 함수를 활용하여 양수 및 음수 영역을 각각 
강조하여 객체 영역은 강조하며 비 객체 영역은 억제하
였다. 이후, 디코더 과정에서 concatenation으로 인코
더의 Saliency Attention 결과를 residual block으로 
강조된 결과를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제안하는 방법은 특징 손실을 최소화하며 비 객체 영
역을 억제하여 기존의 FCN과 U-Net의 검출 결과보다 
성능이 향상되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Saliency 

Attention을 활용한 다양한 객체의 검출 및 인식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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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 2월 : 광운대학교 응용전자 

공학과(공학사)
· 1987년 2월 :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 1992년 2월 :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 1990년 ~ 현재 : 광운대학교 정교수

· 2012년 2월 ~ 2013년 2월 : 광운대학교 정보통신처장
· 2013년 2월 ~ 2015년 2월 : 광운대학교 학생복지처장
· 2015년 2월 ~ 2017년 12월 : 한국융합학회 편집위원장
· 2018년 1월 ~ 2020년 1월 : 한국융합학회 회장
· 관심분야 : 영상인식, 3D 영상처리, 기계 학습, 영상 처리와 

생체 인식, IOT 영상처리, 딥러닝
· E-Mail : leesh58@kw.ac.kr

한 현 호(Hyun Ho Han)  [종신회원]
· 2009년 2월 :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

과(공학사)
· 2011년 2월 : 광운대학교 정보콘텐츠 

대학원 유비쿼터스컴퓨팅학과 (공학석
사)

· 2019년 8월 : 광운대학교 정보디스플
레이학과(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울산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관심분야 : 무선 네트워크, 영상인식, 3D 영상처리, 기계 학

습, 딥러닝
· E-Mail : hhhan@ulsan.ac.kr

김 진 수(Jin-Soo Kim)  [종신회원]
· 1980년 :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

사)
· 1982년 : 광운대학교 대학원 전자공

학과(공학석사)
· 1990년 ~ 1994년 : ㈜코스콤 증권시

세장보 전달시스템 개발
· 1994년 ~ 2005년 : ㈜창원정보통신 

대표이사
· 2006년 ~ 현재 : ㈜아이디피시스템 대표이사
· 2010년 2월 : 광운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 2010년 ~ 2011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매체공학과겸임교수
· 2010년 ~ 현재 :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 겸임교수
· 2018년 ~ 현재 :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남부 및 서부 캠퍼

스 사물인터넷 강의
· 관심분야 : 드론, IOT 영상처리, 사물인터넷, 논리회로, 딥러닝
· E-Mail : cwic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