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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역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 생성
(Saliency-based SVG Image Placeholder Generation)

김 수 지
†
      최 성 희

††

                                   (Suzi Kim)           (Sunghee Choi)

요 약 이미지 자리 표시자는 웹상에서 고용량의 이미지나 량의 이미지를 로딩 하는 경우 빠르고 

효과 인 로딩을 해 원본 이미지 신 사용하는 용량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용량 고품질의 이미지 

자리 표시자 생성을 해 다양한 SVG(Scalar Vector Graphics)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 생성법이 제안

되었지만, 고품질의 세부 묘사를 해서는 용량의 증가가 필수 으로 수반된다. 본 논문에서는 심 역 

추출을 통해 기하 요소의 배치를 최 화한 SVG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심 역 기반 이미지 자리표시자는 은 용량을 가지면서도 동일한 시각  효과를 나타내

기 때문에 차후 웹기반 서비스 분야에서의 높은 활용가치가 기 된다.

키워드: 이미지 자리 표시자, SVG 기반 기술, 심 역 추출, 이미지 요도

Abstract Image placeholders are small file-size images used instead of original images for fast 

and efficient loading of large file-size images, or large-scale of images on the web. While various 

image placeholder generation techniques based on Scalar Vector Graphics (SVG) have been proposed, 

file size of the image placeholder increases inevitably for detailed description. Our method generates 

an SVG-based image placeholder by optimal placement of geometric primitives based on visual 

saliency. This method generates a smaller file-size placeholder while showing similar visual effects. 

From experimental results, we could observe that the saliency-based method produces high 

level-of-detail without increasing file size. Saliency-based SVG image placeholder generation will be 

useful for web-based services. 

Keywords: image placeholder, scalar vector graphics, image saliency, SVG-based technique 

1. 서 론

이미지 자리 표시자(image placeholder)는 원본 이미

지 치에 신 삽입되는 용량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이미지 로딩 시 고용량의 원본 이미지 신 용량의 

자리 표시자를 먼  삽입한 뒤, 원본 이미지의 다운로드

가 끝난 후 자리 표시자를 원본 이미지로 체한다. 이

를 통해, 웹상에서 한 번에 많은 수의 이미지를 불러오

거나, 고용량의 이미지를 불러오는 경우 빠르고 효과

인 로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saliency map 기반 

심 역 추출을 통한 기하 요소의 상세도 벨

(level-of-detail)의 조 로 원본 이미지와 유사한 용

량의 SVG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 생성법을 제안한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saliency map 기반 심 

역은 이미지 내 정보의 시각  주목도가 다른 역에 

비해 높은 역으로서, 이미지 내에서 요 객체를 추출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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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본 스터 이미지(왼쪽)와 LQIP으로 크기 변

환된 이미지(오른쪽)

Fig. 1 Original raster image(left) and resized LQIP 

image(right)

이미지 자리 표시자를 생성하기 한 일반 인 방법

으로 LQIP(Low Quality Image Placeholders)[1]이 사

용되어 왔다. 그림 1에 나타나듯 LQIP은 원본 이미지의 

크기를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로 크기 변환(resizing)하

는 방법을 의미한다. 하지만, 웹상에서 사용되는 스터 

이미지(raster image)의 작은 사이즈로의 크기 변환은 

계단 상(aliasing)을 비롯한 이미지 정보의 손실을 야

기한다. 이는, 화식 확   축소(interactive zoom-in, 

zoom-out)가 빈번한 웹상에서 사용자 경험(user expe-

rience)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SVG(Scalable Vector Graphics)[2]는 XML 기반의 

벡터 이미지(vector image)로, 크기 변환  확 , 축소

에 상 없이 고품질의 그래픽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스터 이미지의 단 을 극복하고자 SVG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 생성법인 SQIP(SVG-based Image Placeholder) 

[3]이 제안되었다. SQIP은 원본 스터 이미지의 블러 

효과(blurring)[4], 가장자리 탐지(edge detection)[5], 딜

로니 삼각화(Delaunay triangulation)[6], 실루엣 마스크

(silhouette mask)[7]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SVG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를 생성한다(그림 2).

M. Fogleman이 제안한 Primitive[8]는 수많은 기하

(a)  (b)

(c)  (d)

그림 2 다양한 SQIP 기법. (a) 가장자리 탐지, (b) 딜로

니 삼각화, (c) 블러 효과, (d) 실루엣 마스크

Fig. 2 Various SQIP techniques. (a) edge detection, (b) 

Delaunay triangulation, (c) blur effect (d) silhouette 

mask

요소(geometric primitive)를 겹쳐 최 한 원본 스터 

이미지와 유사한 SVG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를 생성

한다. Primitive는 사용자로부터 원본 이미지와 기하 요

소의 수를 입력 받아 원본 이미지와의 RGBA 색상 유

사도가 높은 방향으로 기하 요소를 추가하는 반복 계산

(iteration)을 진행한다.

Primitive는 다른 SQIP에 비해 원본 이미지와 유사한 

SVG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를 생성한다는 장 을 가

진 반면, 세부 묘사를 해 다른 SQIP에 비해 고용량의 

SVG 기반 자리 표시자를 생성하는 한계를 가진다(그림 

3). 본 연구에서는 심 역에 따라 기하 요소의 상세

도 벨을 조 함으로써, 용량의 기하 요소 수를 가지

며 시각 으로 주목받는 역의 원본 이미지와의 유사

도는 유지하는 SVG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 생성법을 

제안한다(그림 4).

(a)
 

(b)

(c)
 

(d)

그림 3 원본 스터 이미지와 Primitive로 생성된 SVG 기

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 (a) 원본 이미지( 일 용량: 

243KB) (b) primitive 수: 30( 일 용량: 0.81KB) 

(c) primitive 수: 100( 일 용량: 1.94KB) (d) 

primitive 수: 800( 일 용량: 12.9KB)

Fig. 3 Original raster image and SVG-based image 

placeholder using Primitive: (a) Original image (file 

size: 243KB) (b) # of primitives: 30 (file size: 

0.81KB) (c) # of primitives: 100 (file size: 1.94KB) 

(d) # of primitives: 800 (file size: 12.9KB)

그림 4 시스템 개요도

Fig. 4 System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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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방법

2.1 심 역 추출

Primitive는 이미지의 역 인 비용함수의 계산을 통

해 기하 요소를 배치한다. 단조로운 배경 앞에 인물이나 

건축물 등의 주요한 피사체가 치한 이미지가 입력되

어도, 배경과 피사체의 구분 없이 역 인 비용 함수만

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하 요소 배치의 낭비가 발생한다. 

SVG의 특성 상 기하 요소의 수는 SVG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의 용량과 직결되며, 이는 효율 인 자리 표

시자 생성을 해하는 요인이다.

본 논문에서는 불필요한 기하 요소 배치를 이기 

해 원본 이미지로부터 심 역을 추출하는 작업을 수

행한다. 심 역이란 이미지 내 정보의 요도가 다른 

역보다 높은 역을 의미한다. 시각 으로 주목도가 

높은 부분을 심 역으로 지정해 해당 부분의 상세도 

벨을 높임으로서, 같은 수의 기하 요소를 배치하더라

도 Primitive에 비해 더 세 하게 묘사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심 역 추출을 해 원본 스터 이미지 내 

각 픽셀(pixel)의 주목도를 saliency map을 통해 계산

한다.

주어진 이미지로부터 강도(intensity), 방향(orientation), 

색상 등의 다양한 특징 을 추출해 saliency map을 생

성하는 기존 방식[9, 10]은 정확도 향상을 해 사용자

가 다양한 특징 을 수동 으로 지정  조합해야하는 

단 이 있었다. 시각  주목도가 높은 역의 자동화된 

검출을 해 본 논문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Convo-

lutional Networks)을 사용해 saliency map을 추출한 

검출 방법 Deep Convnet[11]을 사용한다. Deep Con-

vnet을 사용한 saliency map 생성은 사 에 생성된 

량의 saliency map으로 학습시켜 새로운 saliency map

을 측하는 데이터 기반 방법(data-driven approach)이

다. Deep Convnet은 이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

에서 사용된 컨볼루션 신경망을 saliency map 검출을 

한 이어와 결합해 saliency map을 생성한다. Deep 

Convnet은 SALICON[12]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되

었다.

2.2 SVG 기반 자리 표시자 생성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기하 요소의 개수를 이라 할 

때 Primitive는 번의 반복(iteration) 계산 동안 원본 

스터 이미지와 생성된 SVG 기반 이미지의 역 인 

RGBA 유사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기하 요소를 추가

해나가는 략을 사용한다.

먼 , 원본 스터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의 SVG 기

반 이미지를 원본 스터 이미지의 평균 RGBA 색상으로 

채워 단색의 SVG 기반 이미지 를 생성한다.   ≦ 

인 번 째 반복마다 개의 후보 기하 요소를 임의로 생

성한다. 기하 요소의 임의 생성은 삼각형의 세 꼭지  

치를 임의로 선택한 뒤 원본 이미지에서 해당 삼각형 

역의 평균 RGBA 색상을 계산해 삼각형의 색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    에 추가했을 때 

원본 스터 이미지와의 RGBA 이미지 변화량이 가장 

낮은 기하 요소를   에 추가해 를 생성하며,  이 

최종 SVG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RGBA 유사도 계산 시에 saliency 

map을 통해 계산된 픽셀의 가 치를 고려한다. 가 치

를 통해 역 인 RGBA 유사도 계산 시에도 심 

역에 더 많은 기하 요소가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RGBA 유사도는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로 측정한다. 원본 스터 이미지를 , 재 SVG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가 , 에 후보 기하 요소가 추가된 

이미지를 , [0, 1]의 범 로 정규화(normalization)된 

saliency map을 라 할 때 와 의 RGBA 이미지 유

사도 는 다음과 같다.

  
∈   

    
   

 

  값이 클수록 원본 이미지 와의 유사도가 높음을 의

미하므로, 가장 큰   값을 갖는 를 로 선정한다. 

 는 확률에 기반한 함수로 의 확률로 의 값을, 

의 확률로 1의 값을 가짐으로써 가 saliency 

map에 과다 합(overfiting)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실험 결과

그림 5는 원본 스터 이미지로부터 saliency map을 

추출해 가 치로 사용한 SVG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 

생성 결과를 나타낸다. 매 반복에서 생성되는 임의의 후

보 기하 요소의 수로는   이 사용되었다. 이미지 

자리표시자 생성에 사용된 총 기하 요소 수 으로 에

서부터 아래까지 순서 로 각각 100, 80, 400개가 사용

되었다. 원본 스터 이미지 일의 평균 용량은 255KB

인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생성된 이미지 

자리표시자는 평균 16.08KB의 용량으로 최  4.03KB까

지 압축되었으며, 원본 이미지와 비교할 때 98.4%의 높

은 압축률을 보 다.

  은 가 치의 반  없이 역 인 유사도 비교를 

통한 이미지 자리 표시자 생성을 의미하며,   은 

saliency 가 치를 반 한 유사도 비교로 생성된 이미지 

자리 표시자를 의미한다. 그림 5(c)와 (d)를 비교해보면 

saliency 가 치를 반 한 경우 saliency가 높은 부분에 

놓인 물체의 형태가 더 렷하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c)에서는 볼 수 없던 반사 (spe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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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5 Saliency map를 활용한 이미지 자리 표시자 생성 결과. (a) 원본 이미지, (b) saliency map, (c) saliency가 반 되

지 않은 생성 결과(  ), (d) saliency를 반 한 생성 결과(  )

Fig. 5 Results of image placeholder generation using the saliency map. (a) Original image, (b) saliency map, (c) without 

saliency term (  ), (d) with saliency term (  )

light)이나 헬맷의 자의 형태가 뚜렷해지는 등 saliency 

가 높은 부분의 세부 묘사가 더 자세하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확률에 기반한 함수    반  여부에 따

른 SVG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 생성을 비교한 결과

이다. 이미지 자리표시자 생성에 사용된 총 기하 요소 

수 으로 에서부터 아래까지 순서 로 각각 30, 50, 

200개가 사용되었다.   인 경우는 saliency를 무조건

으로 완 히 반 한 것이며   인 경우는 saliency

를 확률 으로 반 한 것을 의미한다. 에서부터 첫 번

째 이미지의 경우 saliency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image 

segmentation)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두 번째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 내의 

작은 역만이 높은 saliency를 보여 해당 역에 불필

요하게 과다한 기하 요소가 사용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세 번째 이미지는   으로 자리 표시자 생성시 많

은 기하 요소가 사용되는 경우로, saliency가 높은 부분

에 무조건 인 집 이 없이도 충분히 세부 묘사가 가능

한 경우를 보여 다. 확률에 기반한 함수  의 반

으로 그림 6(d)에 보이는 것처럼 saliency가 높은 특정 

부분에 과다 합(overfitting)되어 발생했던 각각의 문

제 이 해결된 결과가 나타났다.

표 1은 이미지 내 saliency가 높은 상  50% 역의 

구조  유사도(structural similarity; SSIM)와 평균 제

곱 오차(mean square error; MSE)를 비교한 결과이다. 

가 치를 반 하더라도 구조  유사도의 하 없이 원

본 이미지와 더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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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6 확률에 기반한 함수    반  결과. (a) 원본 이미지, (b) saliency map, (c)   , (d)   

Fig. 6 Results of probability function  . (a) Original image, (b) saliency map, (c)   , (d)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서 용량을 유지하며 주목도가 높은 

부분의 상세도 벨을 높이는 SVG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 생성 방법을 제안하 다. 기하 요소로의 변환 과

정에서 생기는 뭉개짐 상(collapsing)을 방지하기 

해, 향후 가장자리 탐색을 통한 처리 과정의 추가로 

선명한(sharp) SVG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 생성법을 

연구할 정이다.

표 1 기하 요소 수와 saliency map 가 치 반 에 따른 

SVG 기반 이미지 자리 표시자의 구조  유사도

와 평균 제곱 오차

Table 1 Structural similarity (SSIM) and Mean square 

error (MSE) according to the number of geo-

metries and weights of the saliency map

  

(previous)

  

(w/  )

  

(w/o  )

SSIM MSE SSIM MSE SSIM MSE

   0.87 377.90 0.87 371.20 0.86 374.50

   0.88 247.75 0.89 242.99 0.89 245.49

   0.90 193.33 0.90 192.39 0.90 192.92

   0.91 151.38 0.91 151.05 0.91 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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