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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영상은 캡처 디바이스를 통해 획득된 후, 처리, 압축, 저장, 전송, 재생

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반드시 왜곡이 수반된다. 이렇게 왜곡된 영상은 인

간 지각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히 재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상

이 재생되기 전 영상의 화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응용에 있어서, 인간

의 견해로 영상 화질의 점수를 정하는 주관적 화질평가는 일반적으로 불편하

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비용이 많이 든다. 예를 들어, 사진, 동영상 등의 영

상 콘텐츠를 대규모로 저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영상 콘텐츠가

상용으로 서비스되기 전 모든 영상의 화질을 인간이 직접 평가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영상 화질평가(visual quality assessment)에 대한 연구목적은 지각된

영상의 화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측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에 제안된 영상 화질평가 기술들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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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쉽고 효율적으로 이미

지 및 비디오 영상을 캡처하고, 전송, 저장, 공유하

며, 휴대형 단말기로부터 대형 HD 스크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기기들로 그 내용을 감상할 수 있다. 인

간이 시각에 매우 예민한 창조물이라는 사실과 맞물

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재생산되는 이미지 및 

비디오 영상은 인간 지각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

에서 정확히 재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 신호를 캡

처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의 물리적 특성의 한계와 제

한된 대역폭으로 정보손실과 손상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영상 화질평가(Quality Assessment: QA) 연구

는 이러한 왜곡이 인간이 지각하는 화질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여 화질을 측정하는 데 그 목적

을 두고 있다[1]. 

객관적인 화질평가(objective quality assessment)

는 인간의 시신경으로 지각된 화질(perceived quail-

ty)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위해 ‘지각된’ 화질의 정의가 필요하다. 어떠

한 시각 자극을 최종적으로 수신하는 것은 인간 관찰

자이기 때문에, 화질에 대한 견해가 그 시각 자극에 

대한 지각된 화질로 간주된다. 그러한 인간의 지각된 

화질은 상당량의 시각 자극에 대해 특정 등급을 매긴 

결과를 분석하여 측정된다. 이러한 지각 자극의 평균 

점수를 평균 평가점(Mean Opinion Score: MOS)이

라고 하며 대표적인 지각된 화질 측정 방식이다. 이러

한 인간의 화질평가를 주관적인 화질평가(subjective 

quality assessment)라고 한다[2]. 현재, 이미지 화질

평가[3]와 비디오 화질평가[4]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베이스가 공개되어 일반인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

다.  

객관적인 화질평가 알고리즘의 성능은 인간 지각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가로 측정한다. 즉, Spear-

man의 순위 상관계수(Spearman’s Rank Ordered 

Correlation Coefficient: SROCC), 선형 상관계수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LCC), 평균 제곱근 

오차(Root-Mean-Squared Error: RMSE), 가외치 

비율(Outlier Ratio: OR) 등과 같은 다양한 통계 측도

를 이용하여, 화질평가 알고리즘에 의해 도출된 객관

적 화질 점수와 주관적 견해 점수(MOS) 간의 연관성

을 측정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한다. SROCC와 

LCC는 1에 가까울수록, RMSE, OR은 0에 가까울수

록 알고리즘 성능이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알

고리즘 성능 평가를 위한 측도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객관적인 화질평가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 기준(Full-Reference: FR), 감소 기준(Reduced-

Reference: RR), 무기준(No-Reference: NR) 방식으

로 분류될 수 있다[5]. 

전 기준 화질평가(FR QA) 방식은 ‘왜곡된 영상’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영상(reference image)’을 이용

할 수 있다. ‘기준 영상’은 일반적으로 영상이 압축이

나 전송오류에 의해 왜곡되기 전에 고화질 캡처 기기

로 얻어진 영상이다. 하지만, 기준 영상은 왜곡 영상

보다 훨씬 더 자원비용이 발생하여, FR QA는 영상처

리 알고리즘 설계 시 연구실 수준의 실험용으로만 사

용되며 실제 응용에는 쓰이지 않는다. 

반면, 무기준 화질평가(NR QA) 방식은 기준 영상

의 어떠한 정보도 이용하지 않고 왜곡된 영상만을 접

근하여 화질 추정을 한다. NR QA 방식은 기준 영상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화질 측정이 요구되

는 어떠한 응용에도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용성으로 인해 화질 예측 정확도에 어느 정도 희생

이 수반되며, NR QA 알고리즘의 적용범위도 JPEG, 

JPEG2000, 번짐 현상(blur) 등과 같이 특정 왜곡으

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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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감소 기준 화질평가(RR QA) 방식은 

위 두 방식의 중간 위치에 있으며, 기준 영상 자체가 

아닌 기준 영상에 관한 일부 정보만(예를 들면, 워터

마킹(watermarking), 보조 채널(auxiliary channel) 

등)을 이용하여 화질평가를 한다((그림 1) 참조). 

본고에서는 기존의 이미지 화질평가(Image Quali-

ty Assessment: IQA) 기술과 비디오 화질평가(VQA: 

Video Quality Assessment) 기술을 전 기준/무기준 

알고리즘으로 나누어 살피고 앞으로의 연구에서 해결

해야 할 기술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미지 화질평가 기술동향 및 이슈 

본 장에서는 IQA 기술동향을 FR 방식과 NR 방식

으로 나누어 살피고 각 방식에 대해 앞으로 진행되어

야 할 연구 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IQA 알고리

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IQA 데이터베이스에 관

한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1. FR IQA 기술  

간단하면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던 화질 측

도로는 왜곡 영상과 기준 영상의 제곱근 화소값 차이

를 평균한 제곱근 오차(Mean-Square Error: MSE)

가 있으며, 최대 신호대 잡음비(Peak Signal-to-

Noise Ratio: PSNR)는 이렇게 계산된 MSE를 이용한 

화질 측도이다. 이러한 측도들은 계산이 간단하고, 물

리적 의미도 직관적이며 수학적으로 최적화하기에 용

이하지만, 지각된 화질과 만족할 만하게 일치되는 편

은 아니다. 최근 객관적인 FR IQA에 관한 연구는 인

간 시각 시스템(Human Visual System: HVS) 모델 

기반 방식과 자연 장면 통계(natural scene statistics) 

기반 방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 중 구조적 유

사도(Structural SIMilarity: SSIM)[6] 인덱스와 시각 

정보 정확도(Visual Information Fidelity: VIF)[7] 인

덱스는 PSNR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중요한 성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IQA 방식들과 비교해도 인

간 지각 관점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SSIM 인덱스의 간소함과 뛰어난 성능 때문에 그보

다 좀 더 나은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

다. 비록 이러한 연구 결과들 중 일부가 SSIM보다 소

폭 개선된 성능을 보여줬지만, 성능 개선에 의한 이점

은 매우 미비하거나 통계학상으로 무의미했다. 따라

서, FR IQA 분야는 현재 안정기에 이르렀다. 즉, 성

능 개선에 의한 이점은 매우 적고 이러한 성능 개선

을 위한 비용은 그에 비해 적지 않다.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FR IQA 연구 분야 중 하나

는 효율적인 화질 계산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

는 IQA에서 뿐만 아니라, 화질 측정을 실시간으로 구

현해야하는 VQA에 적용될 수 있다. 

수많은 성공적인 IQA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단지 벤치마킹으로만 이용되어 왔다. 

게다가 객관적인 화질 측정 함수에 이용되는 영상 처

리 알고리즘의 최적화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일부 학자는 최적화를 위한 기준으로 널리 

쓰이는 MSE 대신 화질평가 측도를 잡음제거 및 선형 

필터링에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

구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다. 인간 지각에 잘 연관된 

(그림 1) 객관적 화질평가 접근 방식과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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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A 알고리즘은 압축 또는 필터링 최적화에도 이용

될 수 있다. VIF와 같은 복잡한 모델은 그러한 연산

을 쉽게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는 압축/필터링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화질 측정자 

분석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FR IQA 알고리즘은 성능에 관

한한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하지만, HVS를 좀 더 잘 

이해한다면 의미심장한 성능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본

다. 더욱이 화질평가를 위한 주시(fixation)와 안구운

동(eye-movement)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분야다[2]. 요약하면, HVS 기반

의 FR IQA 알고리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객관적인 IQA 측도는 다양한 영상 처리에 

응용될 것이다.  

2. NR IQA 기술  

대부분 최근의 NR IQA 알고리즘은 특정 왜곡을 기

준으로 개발되었다. 예를 들면, JPEG, JPEG2000 등

과 같은 압축 영상이나 번진 영상의 화질을 평가하기 

위한 수많은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NR IQA

알고리즘에서는, 왜곡에 특화된 화질 지표가 계산되

고 주관적인 화질평가 점수를 이용하여 화질 측도로 

함수화시켰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대

부분 윤곽선 정보를 추출한 후 번짐이나 물결 현상

(ringing)에 대한 화질평가를 위해 윤곽선 확산 또는 

윤곽선 분포를 찾는다. 왜곡에 따라 측정된 이러한 지

표들은 매개변수를 이용한 함수 형태로 조합되며, 매

개변수는 주관적 데이터베이스의 화질 점수를 이용하

여 추정된다.  

일반적인 NR JPEG IQA 방식은, 블록 경계에서 윤

곽선의 세기를 측정하고 그 세기와 이미지의 활동성

을 나타내는 특징들을 지각된 화질과 연결시킨다. 예

를 들면, 이미지의 1차 차분과 영교차율(zero-crossing 

rate)을 이용하여 블록 현상과 이미지 활동성을 측정

한 후, 블록 현상과 활동성 특징들을 조합하여 지각된 

화질을 추정한다[8]. 

NR JPEG2000 IQA 알고리즘은 일반으로 윤곽선 

검출 기반의 방식을 이용하여 윤곽선 확산을 측정함

으로써 이미지 내 물결 현상을 모델링한다. 이 윤곽선 

확산이 화질과 연결된다. 다른 방식으로는 자연 장면

의 통계 특성을 이용하는 방식[9]이 있다. 자연 영상

은 전체 영상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도출되고, 왜곡 

과정이 그 작은 부분들의 통계를 흐트러뜨리기 때문

에, 자연 영상 통계로부터 전체 영상의 편차가 계산될 

수 있으며 화질과 연결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9]에

는 왜곡이 존재할 때, 하나의 웨이블릿 계수와 이웃하

는 계수 사이의 의존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이용하

였다. 이 알고리즘은 JPEG2000 압축뿐만 아니라 웨

이블릿 기반의 압축에 응용될 수 있다. 번짐 현상에 

대한 NR IQA 알고리즘은 NR JPEG2000 IQA와 유

사하게, 윤곽선 확산을 모델링한 후, 이렇게 얻어진 

윤곽선 확산을 지각된 화질과 연결시킨다.  

위에서 언급한 JPEG, JPEG2000, 번짐 현상 등의 

왜곡에 특화된 NR IQA 알고리즘은 특정 왜곡에 대한 

화질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왜곡을 알 수 없는 일반적

인 시나리오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NR IQA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

부분의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왜곡에 특화된 알고리

즘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왜곡에 독립적인 접근 방식

이 참고문헌 [10], [11]에 제안되고 있으며, 이 방식들

은 모두 자연 영상의 통계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  

참고문헌 [10]에서는 DCT 영역 기반 방식이 제안

되었다. 이 방식은 영상의 매 화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크기의 영상패치에 2D DCT를 적용한 후, DCT 계수

를 통해 화질과 관련 있는 특징을 두 스케일에서 계

산한다. 계산된 특징은 매개변수를 이용한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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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조합되어 함수화된다. 이 NR IQA 방식

은 HVS에 잘 부합되고, DCT 프레임워크에 기반이기 

때문에 계산이 편리하며, FR IQA 방식인 PSNR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또한, 참고문헌 [11]에서는 NR IQA를 위한 두 단

계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다. 왜곡된 영상의 통계를 

이용하여 왜곡 범주를 결정한 후, 왜곡 범주를 인식한 

IQA는 화질평가 측정을 수행한다. 이 NR IQA 방식

은 모든 왜곡에 대해 PSNR 성능과 비슷하거나 많은 

경우 앞선 성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위의 두 방식 

모두 훈련/시험(train-test) 조합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들은 여전히 왜곡에 완전히 독립되

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왜곡에 특화된 QA 알고리즘들이 좋은 성

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떠한 왜곡을 포함한 영상에 

대해서도 화질평가가 가능한 왜곡에 독립된 NR IQA 

알고리즘이 앞으로의 연구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더욱이 현재 NR IQA 성능은 FR IQA 알고리즘의 성

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FR IQA 경우와 마찬가지

로, NR IQA에 인간의 지각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

이 이러한 알고리즘에 유용할 것이다.  

3. IQA 데이터베이스 

현재 알고리즘 성능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IQA 데이

터베이스들[3],[4]을 통해 측정된다. 비록 이러한 데

이터베이스들이 다양한 왜곡 범주를 포함하고 있지

만, 대부분의 범주가 압축, 잡음, 번짐 현상에 대한 

단일 왜곡만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특별히 다중 왜곡 

영상과 그에 대한 주관적 화질 점수를 도입한 데이터

베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심하게 압축된 잡음 

영상이 있다면, 압축과 잡음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화

질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한 범주의 왜곡이 

다른 범주의 왜곡을 감출 수 있는지, 상대적인 왜곡 

감도를 어떻게 화질평가에 포함할 것인지를 시험할 

수 있는 다중 왜곡 영상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

는다. 실제 영상들은 두 가지 왜곡을 넘어 더욱더 복

합적으로 왜곡된다. 예를 들면, 잡음 영상이 압축된 

후 손실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복합적으로 왜곡된 영상에 관한 화질평가 이슈가 

관심받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진

행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다중 왜곡 영상의 경

우, 심지어 선두적인 FR IQA 알고리즘조차 인간 지

각에 잘 연계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인간의 주

관적인 화질 점수와 함께 복합적으로 왜곡된 영상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연구 분야이다. 요약하면, FR IQA 성능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다중 왜곡 영상에 대해서도 화질평가가 

가능한 NR IQA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Ⅲ. 비디오 화질평가 기술동향 및 이슈 

VQA 방식은 간단히 IQA의 확장으로 생각할 수 있

지만, IQA를 통한 공간상에서의 화질로만으로는 비디

오 영상에서 발생되는 왜곡을 모두 표현할 수 없다. 

VQA 알고리즘은 시간상에서의 화질도 함께 평가해

야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에 제안된 

VQA 기술들을 설명하고, 각 방식에 대해 앞으로 해

결해야할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FR VQA 기술 

VQA은 IQA 알고리즘을 프레임 단위로 적용하여 

간단히 구현해 볼 수 있다. 예들 들면, MSE나 SSIM

을 각 프레임에서 계산하여 비디오의 화질을 측정한

다. 비디오의 평균 화질은 프레임레벨 점수의 Min-

kowski 합이 된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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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같이, VQA에서 움직임(motion) 정보가 상당히 중

요하다. 최근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 알고리즘들

[12],[13]이 제안되고 있으며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12]에서는 HVS 안에서 움직임 처리 메

커니즘을 분석하여 움직임 기반 비디오 무결성 평가

(Motion-Based Video Integrity Evaluation: MOVIE) 

인덱스를 제안하였다. MOVIE 인덱스는 시공간 필터 

뱅크(spatio-temporal filter bank)를 이용하여 기준 

비디오와 왜곡 비디오를 부대역으로 분해한 후, 각 부

대역별로 화질평가를 수행한다. MOVIE 인덱스의 실

험결과는 다시 한 번 PSNR이 지각된 화질을 나타내

는 좋지 못한 인덱스 중의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MOVIE가 HVS와의 연관성 관점에서는 좋은 성

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덱스 연산의 복잡성으로 실

제 응용에서 그 구현이 쉽지 않다. 또한, HVS에서 영

감을 받아 개발되었기 때문에 진보된 HVS 모델을 이

용하지 않는한 의미심장한 성능 개선은 어려울 것이

다. 

참고문헌 [13]에서는 움직임이 보상된 구조적 유사

도(Motion Compensated Structural SIMilarity: 

MC-SSIM) 인덱스가 제안되었다. MC-SSIM 인덱스

는 공간상에서의 화질평가를 위해 간단한 단일 스케

일 구조적 유사도(Single Scale Structural SIMila-

rity: SS-SSIM) 인덱스를 이용하고, 시간상에서의 

화질평가는 움직임 보상과 SS-SSIM을 조합하여 이

용한다. MC-SSIM 인덱스는 참고문헌 [12]에서 제안

된 MOVIE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며 인간 지각과의 연

관성 관점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FR IQA와 마찬가지로, FR VQA 알고리즘을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연산이 앞으로 주요 이

슈가 될 것이다. 즉, 실시간성을 유지하면서 인간 지

각과의 연관성 관점에서 만족할 만한 성능을 유지하

는 것이 도전 과제이다. 일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많

이 이용하고 있는 SSIM 인덱스에 대해 실시간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따라서, VQA에 대해, 기존

에 제안된 접근 방식을 확장하는 것 외에 실시간 화

질 예측이 가능한 새로운 알고리즘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의 주의 시각(human attention)은 IQA보다 

VQA에서 그 연관성이 더욱 크다. 인간의 주시점

(human fixation location)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효

율적인 압축뿐만 아니라 지각된 화질을 예측하는 알

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FR VQA의 경

우, 기준 비디오 영상으로부터 로우레벨 특징을 추출

한 후, 주시점을 효과적으로 예측하여 화질평가 성능

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왜곡이 인간의 주의 시각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14]과, 

어떻게 왜곡이 인간의 주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를 분석하는 것은 VQA와 관련된 서로 다른 분야이

다. 즉, 인간의 왜곡이 어떻게 인간의 주시와 안구운

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가 필요

하다. 

2. NR VQA 기술 

상대적으로 관심받지 못했던 NR VQA 알고리즘은 

대부분 압축 비디오에 특화되어 설계되었다. 참고문

헌 [15]에서는 프레임 손실량, 객체 움직임, 그리고 

국부적인 시간 화질 대비(contrast)로 구성되는 시간

상에서의 지각 화질 메트릭(Perceptual Temporal 

Quality Metric: PTQM)을 제안하였다. PTQM은 규

칙적이거나 불규칙한 프레임 손실로 발생되는 시간상 

화질 왜곡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시간상에서의 

불연속성으로 인한 인간 시각의 불편함을 정확히 예

측할 수 있다. 하지만, PTQM은 시간상에서의 화질평

가만 가능하여, 공간상에서의 화질 메트릭과 결합하

여 시공간상에서의 화질평가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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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QA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으로, 손실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비디오에 대해 손실된 패킷 수를 계산하

고 패킷 손실의 형태를 분석한 후, 바이트 스트림으로

부터 화질에 연결시킬 수 있는 기타 다른 특징을 추

출하는 알고리즘도 있다[16]. 왜곡된 비디오 영상의 

화질을 예측하는 NR VQA 알고리즘은 여전히 연구 

중에 있는 분야이다. 

NR VQA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인 FR 

VQA 접근 방식으로부터 그 방안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다. 지각 모델과 움직임 정보를 도입한 NR VQA 

알고리즘이 화질평가에 좀 더 성공할 공산이 크다. 실

제 최근 움직임 정보 통계 연구를 통해 왜곡된 비디

오로부터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 화질평가의 좋은 

인덱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17]. 더 나아가, 왜곡

된 비디오를 볼 때 인간의 주의 시각을 예측할 수 있

도록 설계된 인간 주의 시각 메커니즘도 앞으로의 연

구 분야 중 하나이다. 

NR VQA 알고리즘들에 대해, FR VQA에 대해 수

행되었던 것[18]과 유사한 체계적인 평가가 없다. 공

정한 방식으로 알고리즘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성

능 평가를 위해 어느 정도 합의된 통계분석을 이용하

여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상에서 그 성능이 평가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NR VQA 알고리즘의 성

능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대규모의 비

교가 필요하다. 

VQA의 경우, 시간적 양상이 특히 중요하다. 대부

분 IQA를 위한 공간 관점에서의 연구[19]가 수행되고 

있으며, VQA에 대한 시간 관점의 연구는 극히 일부

이다. 게다가, 재생시간이 긴 비디오일수록 시간 관점

의 접근 방식이 더 요구된다. 

IQ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R/NR VQA 알고리즘

은 화질 기반의 압축이나 잡음제거[20]와 같은 실질

적인 응용에 좀처럼 이용되지 않고 있다. VQA 알고

리즘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알고리즘적인 화질

평가의 응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본다. VQA 알

고리즘 기반 비트율-왜곡(rate-distortion) 최적화나 

움직임 예측이 그 실제적인 응용에 포함될 수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이미지와 비디오 영상에 대한 

화질평가 관련 기술동향을 살펴보았다. 영상 화질평

가 기술에 대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술 성장 관점에서 무궁

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음원, 사진, 동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면서 콘텐츠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매

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최근 몇 년간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면, 클라우드 내 대규모 콘

텐츠를 서비스할 시점이 다가오면서 콘텐츠 품질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문에서 언

급했듯이 인간이 직접 품질을 평가하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 따라서, 객관적 

품질 평가 방식이, 서비스 형태에 맞게 개발되고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미지와 비디오 영상에 대한 화질평가 

기술만을 다루었지만, 3D 영화로 잘 알려진 3D 비디

오 영상에 대한 화질평가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

리라 예상된다.  

 

 

 

 

 

 

영상 화질평가(visual quality assessment)  전송, 저장, 재생
산 등을 통해 발생된 영상 왜곡이 인간이 지각하는 화질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화질을 측정 

지각된 화질(perceived quality)  시각 자극을 최종적을 수신
하는 인간의 화질에 대한 견해 

기준 영상(reference image)  영상이 압축이나 전송오류에 의
해 왜곡되기 전에 고화질 캡처 기기로 얻어진 영상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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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Full-Reference 

HVS Human Visual System 

IQA Image Quality Assessment 

LCC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MC-SSIM Motion Compensated Structural SIMilarity 

MOS Mean Opinion Score 

MOVIE MOtion-based Video Integrity Evaluation 

MSE Mean-Square Error 

NR No-Reference 

OR Outlier Ratio 

PSNR Peak Signal-to-Noise Ratio 

PTQM Perceptual Temporal Quality Metric 

QA Quality Assessment 

RMSE Root-Mean-Squared Error 

RR Reduced-Reference 

SROCC Spearman’s Rank Ordered Correlation 

Coefficient 

SSIM Structural SIMilarity 

SS-SSIM Single Scale Structural SIMilarity 

VIF Visual Information Fidelity 

VQA Video Qual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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