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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화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압축 비트량 절감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복수개의 
영상처리 필터를 영상의 블록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영상처리 필터의 선택을 위한 MSSIM 및 KL 
Divergence 기반의 영상 처리 평가 함수를 제안한다. 영상압축의 경우, 영상 내 특징에 따라 화질과 비트량 
절감의 특성이 다르며, 이에 따라 단일 목적을 가진 영상처리 필터로서는 화질을 유지하면서, 비트량 절감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만족 시키기 어렵다. 이에 따라, 주관적 화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비트량을 절감시키기 위해 
주관적 화질 측도로서 MSSSIM(Multi-scale Structural Similarity)를 사용하고 비트량 측도를 위하여 KL 
Divergence 를 사용함과 동시에 두 가지 척도를 하나의 척도로 결합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아울러 제안한 
측도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영상처리 필터를 전처리 필터로 사용할 경우, 주관적 화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비트량 절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영상 압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최근 들어 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음성 신호와 
영상 신호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영상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효과적인 동영상의 화질 향상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지영상의 손실된 영상이나,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기계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의 통계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함수를 최적화 시키는 방식으로 
얻어내는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1][2].  

하지만, 상기 서술한 기존 기계학습 방법론들은 대체로 
정지영상을 대상으로 영상의 변형, 축소, 확대 및 왜곡에 강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동영상 압축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비트 율 절감 및 화질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동영상 압축 시 
주관적 화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비트 율을 
절감하기 위한 영상 전처리 방법론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동영상 압축 비트 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영상 압축 코덱 
내부의, 이산 여현 변환(Discrete Cosine Transform: DCT)과 
양자화(Quantization)과정에서 최대한 발생 정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으나 보통의 경우 입력 영상에 매우 근접한 예측 
영상의 생성과 인-루프(In Loop Filter)필터로 대표되는 양자화 

왜곡 최소화 영상 처리 방법론 및 압축 자체의 알고리즘 
최적화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DCT 변환 
공간에서 주파수 별 계수의 분포가 압축 정보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분포로 나타나거나, 양자화 왜곡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분포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의 
대표적인 것이 주관적 화질을 고려하여 양자화 계수의 값을 
조절하는 JND (Just Noticeable Difference) 방법론이 있다[3]. 
JND 방법론은 영상 내 특정 화소를 중심으로 휘도 성분의 
평균값과 주변 화소의 휘도 차를 사람이 얼마나 잘 인식 할 수 
있는가를 검사하여 잘 인식 할 수 없다면 해당 영상의 양자화 
계수 값을 크게 하여 발생 비트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방법을 영상 자체에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매우 효율적인 
백색잡음 제거 방법론과 유사하며, 대체로 고주파 성분에 
대하여 양자화 계수 값을 조절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영상 내 
백색 잡음 제거와 유사하다.  따라서, 만일, 특성이 서로 다른 
영상 내 백색 잡음 제거 필터를 여러 개 두고, 영상 내부의 
특성에 따라 제한된 영역에 대하여 특정 필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영상 전 처리를 가하게 된다면, JND 방법을 통한 
효과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접근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관적 
화질 측도로서 많이 사용되는 MSSSIM[4]을 기준으로 비트 율 
절감효과가 상이한 3 가지 영상 처리 필터를 선택하기 위한 
화질 및 비트율 척도를 제안하고, 이에 따른 영상 전처리 
결과와 동영상 압축 적용시의 특성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3 절에서는 영상처리 필터를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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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화질 및 비트 율 측도를 유도한다. 4 절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5 절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영상처리 필터 뱅크와 특성 
 

서론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인간의 시각 시스템 (HVS: 
Human Visual System)은 매우 복잡한 구조의 시스템으로, 
다양한 특성을 갖지는 바, 그 중 가장 우세한 특성 중 하나는 
휘도 적응(luminance adaptation)이다. 보통 휘도 적응 특성의 
결과로 매우 어두운 영역에서의 밝기 변화에 대해서는 인간 
시각 특성에 매우 둔감한 편이며 밝은 영역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밝은 영역에서의 민감한 특성은 
인간이 영상의 구조적 특성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특성, 예를 
들어 사물의 모서리(Edge)부분 등에 민감한 것이지 영상의 
구조적 특성을 잘 묘사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 각종의 잡음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화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영상처리 필터는 영상의 구조적 특성은 잘 
반영하면서도 구조화 될 수 없는 영상신호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는 필터의 종류로 Wavelet 
기반의 영상처리 필터 혹은 Down-sampling 기반 필터가 많이 
사용된다.  

Wavelet 기반 영상처리 필터는 영상을 다단계 Wavelet 
변환을 거친 후 특정 Threshold 값 보다 작은 값의 경우 0 으로 
처리하고, 3x3 Block 의 평균값보다 큰 값 중 일정한 값 이상은 
더 크게 확대 시키는 방식으로 Threshold 의 크기와 블록 
평균값과의 차이에 따라 영상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보통 
고주파 대역의 값에서 이러한 변화가 많이 나타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영상의 잡음성분을 제거하게 된다. 또 하나는 
Down-sampling 기반 필터로서 영상을 원본 영상의 절반 
크기로 줄인 다음 여기에 Wiener-Filtering 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원본 영상으로 되돌리는 것으로서, 매우 강력한 
잡음 제거 성능을 보이지만, 축소된 영상을 다시 원본 영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Blur 왜곡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Down-Sampling 기반 필터, 강한 Wavelet 기반 필터, 약한 
Wavelet 기반 필터의 3 가지 필터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Down-sampling 기반 처리된 영상은 가장 화질이 좋지 않으나 
비트량 절감 효과가 가장 우수하고, 강한 Wavelet 기반 필터는 
화질과 비트량 절감 효과가 중간 정도이며, 약한 Wavelet 기반 
필터는 가장 좋은 화질을 제공하나 가장 비트량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영상의 국소적인 구조적 특성에 따라 
3 가지 필터 중 적절한 필터를 선택하여 영상을 전 처리하게 
되면 비트량 절감과 주관적 화질 열화의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3. MSSSIM 과 KL-Divergence 기반 의사 율
-왜곡 측도 
 

MSSSIM 은 원본 영상 및 다운 샘플링 된 영상에 대하여 
SSIM(Structural Similarity)를 구한 뒤 이의 가중 평균을 통해 
영상의 주관적 화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최근 SSIM 에 비하여 
인지화질 측정 측면에서 보다 높은 정합율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처리된 영상의 비트량 계측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영상 

압축 후 나타나는 비트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전처리 필터의 경우, 이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영상 코딩을 실제로 수행한 이후에 
적용할 전처리 필터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량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야 한다.  

동영상 압축은 기본적으로 DCT 변환공간에서 양자화를 
수행한 후 (대수적)엔트로피 코딩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화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DCT 공간에서의 엔트로피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영상처리를 통해 잡음 성분이 
제거되었다고 가정하면, 이에 해당하는 엔트로피가 제거된 
것이기 때문에, 원본영상의 DCT 공간에서의 엔트로피 보다, 
작을 것이기 때문에 원본영상과 처리된 영상간의 엔트로피의 
차이가 비트량의 차이와 비례할 것이며 그러므로 원본영상과 
처리 영상간 2D-DCT 변환 값의 분포에 대한 KL-
Divergence 가 절감되는 비트량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영상의 특정 블록을 ∈ × 라 놓고 DCT 변환 행렬을 ∈
× 라 하면 2D-DCT 변환은 로 정의되고 이에 대한 

고유치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arg  ( − ) = 0 (1) 

이때, 각 고유치의 값을 크기 별로 정렬한 고유치 값의 
벡터 ∈ 의 Power Spectrum 을 다음과 같이 Conjugate 
연산 결과로 정의한다.  

= √ ⊗  (2) 

이때, ∈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0 ≥ 1 ≥ ⋯ ≥ such that = ( 0, 1,⋯ −1) ,∀
∈ [0, − 1], ∈  

여기서 고유치 Power spectrum 의 k 번째 성분 > 0 의 
발생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분포를  
라고 하자. 

= ∑ −1
=0

, ∈ ,∴ ∑ = 1
−1

=0

 
(3) 

원본 영상블록(ex: 32x32 크기의 1 Frame 내 t 번째 block) 

와 i 번째 처리된 영상 , 가 존재한다고 할 때 ∼ , 이고 
∼  라고 하면, 이 두 분포의 엔트로피 차이는 KL-

Divergence  이며 이를 두 영상간의 비트율 추정함수 후보 
~
 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 = ∑ ( log − log ) (4) 

그런데, 실제로, MSSIM 값과, 값의 Scale 문제가 있어 
이를 결합하기 위한 보정함수가 필요하다. 보정함수는 영상의 
특성에 따라 먼저, 단순한 영상의 경우 MSSIM 이 처리 방법에 
따라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 비트량을 절감할 수 
있는 결과를 선택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의 값의 
비중이 MSSSIM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야 하며 복잡한 영상의 
경우 MSSIM 이 높게 나타나도록  값의 비중을 줄이도록 
한다. 특히, 적당히 복잡한 영상 혹은 단순한 배경위에 Edge 가 
두드러지는 경우 PSNR 을 기준으로 일정 값 이하에서는 
MSSIM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단순한 영상과 복잡한 영상에 따른 의 
비중 조절을 위해 DC 성분값에 반비례하고 그 외 성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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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비례하도록 다음과 같이 놓는다. 

1 − 0

0
⋅  

(5) 

그리고 특정 PSNR 이하에서는 값의 비중이 작게, 
이상에서는 의 비중을 높이고 해당 함수가 Continuous 
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Sigmoid 함수 
사용하여 Largrangian multiplier 를 정의한다.    

( ) = 10.0(
0.99

1 + exp( ( − )) + 0.01) (6) 

식 (6)에서  는 Sigmoid 함수의 기울기 Factor 로 2 를 

주었으며 는 영상 와 ,  의 k 번쨰 블록의 PSNR 이며  
은 기준 PSNR 로서 자유롭게 값을 주면 된다. 대체로 
20~40 사이의 값을 준다. 이상을 통해 유도된 추정 비트율 
함수를 적용한 RD 측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 + ( ) ⋅ ( | ) (7) 

식 (7)에서 i 는 영상처리 Filter 에 대한 Index 를 의미하며 
t 는 Frame 내 t 번째 Block Index 를, ( , )는 영상, X, Y 에 
대한 Block 별 MSSSIM 을 의미한다.  

 

4. 실험결과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론에서 논한 
바와 같이, 표 1 과 같은 특성을 가진 3 가지 영상처리 필터를 
사용한다. 32x32 해상도의 블록에 대하여 3 가지 영상 필터를 
통해 생성된 영상 중 원본 영상과의 비교를, 식 (7)로 제시된 
MSSSIM 및 추정 비트율 함수로 이루어진 RD 측도를 통해 
가장 큰 값을 가진 처리 영상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처리 
영상을 만들고 이를 HEVC 참조 소프트웨어 HM 15.1 기반 
HEVC 부호화기의 입력으로 하여 양자화 계수 0 에서 37 까지 
부호화한 결과를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Python 3.5 로 구현하였으며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YUV420P 8bit 영상을 HEVC 부호화기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HEVC 표준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CTC (Common Test condition) RA 
(Random Access)[5] 실험 조건에서의 압축 성능과 
비교하였으며, CTC 에서 사용되는 테스트 영상 중 Class B 에 
해당되는 영상들을 대상으로 성능 측정이 수행되었다. Class B 
영상의 상세 정보는 표 2 와 같다. 

표 3 은 Class-B 영상에 대한 양자화 계수 0 에서 
37 까지의 실험 결과이다. 실험결과, 낮은 양자화 계수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비트율 절감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 
평균적으로 24~64%의 비트율 절감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때 
MSSSI 의 하락율은 0.09~0.35%로 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TC 조건인 높은 양자화 계수에서는 영상에 따라 비트율 
절감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대체로 2.98~17.76%의 비트율 
절감효과 대비 MSSSIM 하락율은 0.03~0.25%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lter 특성 효과 

Down sampling 후 
Wavelet 기반 
잡음제거  

비트량 절감효과가 크나 PSNR 하락 역시 
크다. RD Gain 이 거의 없음. 강력한 Artifact 
제거 

강한 Wavelet 기반 
잡음제거 

적절히 강한 Artifact 제거, 20~30% 정도 
비트율 절감 가능(MSSSIM 관점) 

약한 Wavelet 기반 
잡음제거 

적절한 Artifact 제거 20% 정도 비트율 절감 
(MSSSIM 관점) 

원본영상 원본 영상 그대로 

표 1. 영상처리 필터의 종류와 특성 

Class 
(해상도) 

테스트 영상명 프레임 
수 

프레임율 

코드 명칭 

Class-B 

(1920x1080) 

T01 Kimono 32 24 

T02 Park run 32 24 

T03 Cactus 32 50 

T04 Basketball 32 50 

T05 Terrace 32 60 

표 2.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위해 사용된 HEVC 
표준 테스트 영상의 상세 정보 

  Original  
Proposed (Limit PSNR 

32) 단위  (%) 

    Bitrate MSSIM Bitrate MSSIM Δ BitRate 
Δ 

MSSIM 

T01 

0 526720.37  0.9999  253490.13 0.9987  -51.8739  
-

0.1200  

6 315695.40  0.9998  125838.20  0.9986  -60.1394  
-

0.1200  

12 114965.93  0.9991  55443.15  0.9983  -51.7743  
-

0.0801  

18 29522.91  0.9981  23962.20  0.9977  -18.8352  
-

0.0401  

22 15123.29  0.9971  14243.66  0.9967  -5.8164  
-

0.0401  

27 7316.04  0.9939  7087.71  0.9936  -3.1210  
-

0.0302  

32 3561.92  0.9867  3504.05  0.9865  -1.6247  
-

0.0203  

37 1808.25  0.9742  1783.83  0.9739  -1.3505  
-

0.0308  

T02 

0 566326.86  1.0000  299227.82  0.9961  -47.1634  
-

0.3900  

6 354239.42  0.9998  165205.05  0.9960  -53.3634  
-

0.3801  

12 146979.33  0.9992  78520.07  0.9957  -46.5775  
-

0.3503  

18 41298.12  0.9978  30123.50  0.9949  -27.0584  
-

0.2906  

22 18669.99  0.9965  15277.41  0.9938  -18.1713  
-

0.2709  

27 7859.75  0.9931  6615.83  0.9905  -15.8265  
-

0.2618  

32 3509.03  0.9862  3085.80  0.9837  -12.0610  
-

0.2535  

37 1602.41  0.9733  1480.41  0.9713  -7.6132  
-

0.2055  

T03 

0 362919.78  1.0000  205228.01  0.9964  -43.4509  
-

0.3600  

6 264455.03  0.9999  120629.27  0.9963  -54.3857  
-

0.3600  

12 159239.00  0.9996  63819.99  0.9961  -59.9219  
-

0.3501  

18 64525.56  0.9983  25771.01  0.9955  -60.0608  
-

0.2805  

22 19922.04  0.9966  11497.71  0.9947  -42.2865  
-

0.1906  

27 5576.81  0.9945  4697.73  0.9928  -15.7631  
-

0.1709  

32 2622.99  0.9903  2406.24  0.9886  -8.2635  
-

0.1717  

37 1366.19  0.9816  1301.82  0.9802  -4.7113  
-

0.1426  

171



2018 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하계학술대회 

T04 

0 320303.45  1.0000  147932.00  0.9975  -53.8150  
-

0.2500  

6 220016.19  0.9999  74851.56  0.9974  -65.9791  
-

0.2500  

12 120900.60  0.9995  32713.91  0.9971  -72.9415  
-

0.2401  

18 35552.22  0.9980  12548.25  0.9966  -64.7047  
-

0.1403  

22 10816.71  0.9971  6857.82  0.9961  -36.5998  
-

0.1003  

27 3774.23  0.9956  3359.21  0.9948  -10.9962  
-

0.0804  

32 1901.22  0.9928  1813.04  0.9922  -4.6383  
-

0.0604  

37 1067.45  0.9873  1040.06  0.9869  -2.5659  
-

0.0405  

T05 

0 291205.65  1.0000  232209.03  0.9982  -20.2594  
-

0.1800  

6 206376.18  0.9999  156120.00  0.9981  -24.3517  
-

0.1800  

12 129419.10  0.9997  94900.55  0.9979  -26.6719  
-

0.1801  

18 64367.61  0.9990  46442.84  0.9974  -27.8475  
-

0.1602  

22 32564.64  0.9977  24154.40  0.9966  -25.8263  
-

0.1103  

27 8670.99  0.9954  7562.04  0.9947  -12.7892  
-

0.0703  

32 3149.64  0.9922  2978.91  0.9915  -5.4206  
-

0.0706  

37 1409.93  0.9858  1380.09  0.9851  -2.1161  
-

0.0710  

표 3. 양자화 계수에 대한 HEVC 압축 시 비트율 및 
MSSSIM 값 

   단위  (%) 
      평균 Δ Bitrate 평균 Δ MSSSIM 

T01 Kimono 

0     
6     

12     
18 -45.66  -0.09  
22     
27     
32 -2.98  -0.03  
37 -24.32  -0.06  

T02 Park run 

0     
6     

12     
18 -43.54  -0.35  
22     
27     
32 -13.42  -0.25  
37 -28.48  -0.30  

T03 Cactus 

0     
6     

12     
18 -54.45  -0.34  
22     
27     
32 -17.76  -0.17  
37 -36.11  -0.25  

T04 Basketball 

0     
6     

12     
18 -64.36  -0.22  
22     
27     
32 -13.70  -0.07  
37 -39.03  -0.15  

T05 Terrace 

0     
6     

12     
18 -24.78  -0.18  
22     
27     
32 -11.54  -0.08  
37 -36.32  -0.13  

표 4. 비트율 절감 및 MSSSIM 차이에 대한낮은 양자화 
계수, 높은 양자화 계수 및 전체 양자화 계수에 대한 평균 변화 
율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영상처리 필터를 통해 생성되는 
영상을 조합하여 주관적 화질 하락을 최소화 하면서 비트율 
절감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서로 다른 영상처리 
필터를 선택하기 위하여 MSSSIM 과 KL-Divergence 기반의 
Rate-Distortion 측도 함수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택된 
영상처리 함수에 의해 생성된 영상은 비트율 절감과 주관적 
화질 하락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영상 전 처리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직접적으로 영상 압축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영상의 
전 처리 대신 예측 영상 중 특히 부 화소 생성과 관련된 
부분이나 JND 방법을 사용하여 DCT 계수를 적절히 제거하는 
부분에서 본 논문이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효과적인 
압축 성능 향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Rate-Distortion 측도 함수는 
연속 함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있어 동영상 압축 알고리즘 내에 영상 처리 혹은 
생성을 위한 기계학습 방법론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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