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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에서의 화질 평가는 학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주로 쓰여온 PSNR 과 같은 
방법은 실제 사람이 인식하는 평가에 잘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밝기 영역에서 
영상을 평가할 수 있는 HDR-VDP2 와 주목도 지도를 결합하여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성능도 뛰어난 
화질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다양한 주목도 지도에 대하여 그 성능과 화질 평가 성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구현에는 주목도 지도를 가중치로 사용함으로써 간단하게 더 좋은 성능의 화질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실험으로 보였다. 또한 주목도 지도의 성능과 화질 평가 시스템의 성능 사이에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목도 지도와 함께 구조적 특징점들의 정보를 성능 평가 시스템에 포함시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영상에서의 화질 평가는 영상 압축이나 초해상도화, 합성 
등의 방법에서 결과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 학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인 영상을 하나의 신호로 취급하는 PSNR(Peak Signal-
to-noise Ratio)이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PSNR 은 
실제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화질 평가와 잘 부합하지 못하기에 
이를 대체할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등장한 SSIM(Structural 
Similarity)[2]는 단순한 신호의 차이 대신 원본 영상과의 
구조적인 차이를 표현하였다. 이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사람의 
인식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어서, 디노이징이나 인페인팅 등의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 또한 그 단순함으로 
인해 MS-SSIM(Multi-scale SSIM), P-SSIM(Percentile 
SSIM), F-SSIM(Fixation SSIM)[3]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되기도 했다. 

앞선 방법들이 모두 이미지 도메인에서 화질을 평가하는 
반면 HDR-VDP2[4]는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 화질을 
평가한다. 이 방법은 모니터의 방출 스펙트럼이나 눈 내부의 
산란, 가리움 효과 등을 효율적으로 모사하여 눈으로 인식하는 
차이를 계산하여 영상을 평가한다. 따라서 영상 표시 장치에 
따른 변화나 앞으로 발전할 HDR 영상의 평가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람들에 의한 영상의 화질 평가는 주관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에 왜곡이 

생기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왜곡이 생기는 것에 비해 더 안 
좋은 점수를 주게 된다. 이를 이용하는 것이 주목도 지도를 
이용한 화질 평가로, 이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5] 

본 논문에서는 위의 개념들을 이용하여 모든 밝기에서 
적용 가능한 사람의 인식에 가까운 화질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아이 트래킹을 통해 구한 주목도 지도와 다른 
알고리즘들로 얻어진 주목도 지도를 사용하여 성능을 비교해 
보고 사용하는 주목도 지도와 화질 평가 성능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2. 주목도를 이용한 화질 평가 
 

모든 밝기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본이 되는 방법으로 
HDR-VDP2 를 이용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원본 영상과 왜곡 
영상에 대해 각각 시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구하게 
된다. 이 둘의 차이를 통해 각 픽셀 별로 원본 영상과 왜곡된 
영상의 차이를 관측자가 얼마나 눈치챌 수 있는지를 구하게 
된다. 이렇게 구해진 시각적 차이를 모아 하나의 수치로 
나타냄으로써 화질을 평가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아래 식과 같이 앞서 픽셀 별로 
구해진 시각적 차이에 0 에서 1 로 정규화 시킨 주목도 지도를 
가중치로 줌으로써 화질을 측정한다. 

D′�x, y� = S�x, y� × D�x, y� 

여기서 S 와 D 는 각 픽셀 별로 구해진 주목도와 시각적 
차이이고 D’은 가중치가 적용된 시각적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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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실험에는 LIVE Image Quality Assessment[6]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29 장의 
고해상도 영상(주로 768x512)에 대하여 JPEG2000 압축, 
JPEG 압축, 백색 잡음, 가우시안 블러, JPEG2000 전송 
오류(fast fading)의 5 가지 왜곡에 대해 다른 강도로 
구성되어있다. 20~29 명의 사람들에게 화질을 평가하게 한 후 
982 장의 영상에 대해 DMOS(difference mean opinion 
score)를 기록해 놓았다. 

우선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아이 트래킹 
데이터를 주목도 지도로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아이 트래킹 
데이터는 주목도 지도의 정확도를 측정할 때 정답으로 
이용되고, 눈에 띄는 부분이라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요구 
조건에도 부합한다.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TUD LIVE Eye 
Tracking[7]으로 LIVE IQA 데이터베이스의 원본 영상들에 
대해 아이 트래킹을 한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다. 

실험은 주어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화질 평가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결과는 아래 표 1 과 같다. 

 

왜곡 형태 기존 방법 제안한 방법 

JPEG2000 0.9774 0.9765 
JPEG 0.9597 0.9578 

백색 잡음 0.9800 0.9860 
가우시안 블러 0.9534 0.9735 

JPEG2000 전송 오류 0.9763 0.9800 

모두 0.9567 0.9594 
표 1 기존 방법과 아이 트래킹 데이터를 주목도 지도로 하여 구

한 제안된 방법에서의 왜곡 형태에 따른 화질 평가 성능 비교 

 

JPEG2000 과 JPEG 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법에 비해 조금 
성능이 떨어졌지만 다른 경우에 좋은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전체적인 성능이 향상되었다. 

다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추출한 주목도 지도의 성능과 
이를 이용한 화질 평가 기법의 성능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실험에는 Itti[8], GBVS[9], Judd[10]의 세가지 다른 주목도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29 장의 
원본 영상에 대해 주목도 지도를 구한 뒤 TUD LIVE Eye 
Tracking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성능 
평가는 영상마다 ROC 곡선을 그려 AUC 값을 구함으로써 
측정되었다. 

 

왜곡 형태 기존 Itti GBVS Judd 

JPEG2000 0.9774 0.9791 0.9804 0.9790 
JPEG 0.9597 0.9597 0.9599 0.9591 

백색 잡음 0.9800 0.9859 0.9847 0.9822 
가우시안 블러 0.9534 0.9775 0.9794 0.9639 

JPEG2000 
전송 오류 

0.9763 0.9755 0.9753 0.9769 

모두 0.9567 0.9610 0.9613 0.9594 
표 2 기존 방법과 여러 기법으로 얻은 주목도를 이용한 제안된 

방법에서의 왜곡 형태에 따른 화질 평가 성능 비교 

 

컴퓨터로 구한 주목도를 사용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방법보다 전체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평균 AUC 는 Itti, GBVS, Judd 가 각각 0.7899, 0.8445, 
0.8674 로 AUC 가 낮은 방법에서 오히려 더 크게 성능이 
향상되었다. 주목도 지도의 성능과 화질 평가 성능의 관계를 
알기 위해, 기존 방법과 주목도를 사용한 방법에서 각 영상 
별로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구해진 스피어만 
상관계수의 비와 AUC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2445 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결론 
 

주목도를 사용하는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영상에서의 화질 평가에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주목도 지도의 성능과 화질 평가의 성능 
사이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목도 
지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상의 구조적 특징점들이 왜곡되면, 
원래는 사람의 주목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능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에는 주목도 지도와 구조적 특징점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화질 평가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목도 지도를 단순 가중치로 주는 것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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