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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of Stereoscopic 3D Image Qual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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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의 객관적인 화질 평가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왼쪽과 오른쪽 영상에 대해 각각 2D 영상의 화질을 측정, 평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각각의 영상에 대해서 별도로 화질을 평가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그래서 본 논문에

서는 왼쪽과 오른쪽 영상을 중첩하여 만든 하나의 영상을 통하여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의 화질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의 화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Abstract

For objective assessment of stereoscopic 3D image quality, we measure quality of left and right image with 2D image quality 
measurement method. However, this method is inconvenient because that we have to measure quality of left and right image 
individually. Therefore we propose a method of stereoscopic 3D image quality assessment using one overlaid image with left and 
right image. Using this method, One can measure quality of stereoscopic 3D image more easily and quickly.  

Keyword : stereoscopic, 3D, image quality assessment

Ⅰ. 서 론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은 사람의 왼쪽과 오른쪽 눈이

서로 조금 다른 영상을 보게 되고, 이렇게 다르게 수용된

시각정보가 뇌에서 하나의 입체감이 있는 영상으로 융합되

어 인식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왼쪽과 오른쪽 눈에 보여줄

두 개의 영상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의 화질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는 시청자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 방법과 영상 자체를 가지고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화된 수치를 구하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있다.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경우, 지금

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왼쪽과 오른쪽 2D 영상에

대한 화질을 기존의 2D 영상 화질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많이 연구되어 온 기존 평가 방

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 영상에 대해 각각 영상의 화질을 평가해야 하는 불

편함이 따랐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

소하고자 한 번의 화질 평가를 통해 스테레오스코픽 3D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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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본 영상과 비교 영상의 화면 중첩(overlay) 방법
Fig. 1. the image overlay method of original and target images

상의 화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제안방법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은 사람의 시각 시스템에 의해

뇌에서 하나의 입체감이 있는 영상으로 융합되어 인식되는

데, 이것은 하나의 2D 사이클로피언 (cyclopean) 영상 정보

와 하나의 입체감에 관한 정보로 이루어진다
[1]. 사람의 눈

을 통하여 들어온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이 뇌에 전달되

어 어떻게 사이클로피언 영상을 만들어내는 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두 영상을 토대로 만들어

진다고 가정하면, 왼쪽과 오른쪽 영상의 화질을 통하여, 이
두 영상이 융합되어 만들어지는 사이클로피언 영상에 대한

대략적인 화질을 예측해 볼 수 는 있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의 화질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왼쪽

과 오른쪽 2D 영상에 대해 각각 화질 평가를 하고, 그 두

영상 각각의 결과 값을 이야기 하거나 단순하게 두 영상의

결과 값을 산술평균하여 나타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2]. 하지만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의 화질 평가를 위해, 
각각의 영상에 대한 화질평가를 두 번씩 해야 하는 중복

작업에 따른 불편함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원본영상이 되는 왼쪽과 오른쪽 영상을

중첩 (overlay)시켜 하나의 원본 영상으로 만들고, 이를 비

교 영상이 되는 왼쪽과 오른쪽 영상을 중첩시켜 만든 하나

의 비교 영상과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간편

하게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의 객관적인 화질을 평가하

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화면 중첩 방법

원본 영상의 왼쪽 영상을  , 원본 영상의 오른쪽 영상

을  이라고 할 때, 제안하는 방법의 원본 영상, 는

다음과 같이 만든다.

   (1)

여기에서 는 왼쪽 영상의 중첩계수이며,  ≤ ≤ 

의 값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비교 영상, T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윗 식에서 은 비교 영상의 왼쪽 영상, 은 비교 영

상의 오른쪽 영상을 뜻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본 영상과

비교 영상으로 기존에 발표된 2D 화질 평가 방법을 이용한

객관적인 화질 평가를 할 수 있다.

2. 객관적인 화질 평가 방법

PSNR (Peak Signal to Noise Ratio)[3]
은 영상의 화질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

는 방법으로 원본 영상과 비교 영상을 서로 비교하여 비교

영상이 원본 영상에 비해 얼마만큼 손실이 생겼는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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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PSNR은 두 영상의 MSE (Mean 
Squared Error)[4]

을 이용하여, log 함수를 통한 dB 값으로

표현한다. MSE와 이를 이용한 PSNR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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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와 는 영상의 가로와 세로 크기를 나타내

며,  는 영상에서 개별 화소의 가로, 세로 위치를 뜻한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화질 평가 방법들에 적

용하여 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안한 방법을 통해

MSE와 PSNR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첩계수,   = 0.5
로 놓았을 때, MSE는 식 (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원본의 왼쪽 영상에 대한 MSE를  , 오른

쪽 영상에 대한 MSE를 이라고 하면,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영상의 MSE,   는 식 (6)과 같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에 의해 중첩된 영상에서의 MSE 값
은 왼쪽 영상의 MSE 값과 오른쪽 영상의 MSE 값에 대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1/2씩 조합한 결과 값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조합한 결과는 단순한 두

영상의 산술적인 평균 값 뿐만 아니라 기하평균에 따른 두

영상사이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의 MSE에 따른 제안된 방법으

로 만들어진 영상의 MSE는 표 1과 같으며, 이에 대한 그래

프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또, 이에 대한 PSNR의 결과와

그래프는 표 2와 그림 3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객관적인 화질 평가를 위한 방법에는 MSE와 PSNR 외
에도 영상의 구조적인 왜곡을 측정하여 영상의 화질을 평

가하는 방법인 SSIM (Structral SIMilarity)[5]
과 영상에 대

한 사람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영상의 객관적 화질 평가

지표를 만든 VQM (Video Quality Measurement)[6] 등이

있다.


s

0 4 16 36 64 100

0 0 1 4 9 16 25

4 1 4 9 16 25 36

16 4 9 16 25 36 49

36 9 16 25 36 49 64

64 16 25 36 49 64 81

100 25 36 49 64 81 100

표 1. 제안 방법의 MSE 표

Table 1. MSE table of proposed method

그림 2. 제안 방법의 MSE 그래프
Fig. 2. MSE graph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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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험 영상 : (a) Mt. Geugang; (b) blacksmith; (c) football; (d) bright; (e) dark
Fig. 4. experimental images : (a) Mt. Geugang; (b) blacksmith; (c) football; (d) bright; (e) dark




0 4 16 36 64 100

0 ∞ 45.12 40.35 37.34 35.12 33.36

4 45.12 42.17 39.10 36.67 34.71 33.08

16 40.35 39.10 37.34 35.58 33.98 32.57

36 37.34 36.67 35.58 34.33 33.08 31.90

64 35.12 34.71 33.98 33.08 32.11 31.14

100 33.36 33.08 32.57 31.90 31.14 30.35

표 2. 제안 방법의 PSNR 표
Table 2. PSNR table of proposed method

그림 3. 제안 방법의 PSNR 그래프
Fig. 3. PSNR graph of proposed method

Ⅲ. 실 험

제안된 방법에 의한 화질 평가 방법을 실제 영상에 적용

하여, 그 결과를 기존 방법인 각각의 영상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서 실험 영상으로는 스

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인 ‘Mt. Geumgang’ (×), 
‘blacksmith’(×), ‘football’(×), ‘bright’ 
(×), ‘dark’ (×)를 사용하였고 (그
림 4), 이들 실험 영상에 대하여 PSNR, SSIM, 그리고

VQM의 세 가지 객관적 화질 평가방법에 대하여 비교, 평
가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영상의 영상 압축 방법은

H.264/AVC의 레퍼런스 소프트웨어인 JM 17.2 버전을 이

용하여 High profile, Level 5.0, QP (I, P = 28, B = 30)의
조건으로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을 각각 압축하였으며, 
이 실험을 위해서 CPU: Pentium-4 3.2Ghz, RAM: 1.5 GB
의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영상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인 ‘Mt. Geumgang’ 영상은 256, 384, 512, 640 
Kbps, ×인 ‘blacksmith’와 ‘football’ 영상은 1, 2, 
3, 4 Mbps, ×인 ‘bright’, ‘dark’ 영상은 8, 10, 
12, 14 Mbps의 4가지의 서로 다른 영상 압축 비트율의 조

건을 주어 영상 압축을 실시하였고, 이를 중첩 계수

  를 사용하여 왼쪽과 오른쪽 영상을 중첩한 원본 영

상과 비교 영상을 이용하여 비교, 평가하는 실험을 하였다.

1. PSNR 비교 실험

기존의 방법대로 왼쪽과 오른쪽 영상에 대해 각각 PSNR 
값을 구한 결과와 제안된 방법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 영상

을 중첩 시켜 만든 하나의 영상에 대한 PSNR 값을 비교

하여 보았다. 그림 5 ~ 9에서 (a)의 그래프는 각각의 실험

영상에 대하여 기존 방법에 의해 구한 왼쪽과 오른쪽 영상

의 PSNR 결과 값을 표현한 그래프이고, (b) 그래프는 제안

된 방법에 의해 왼쪽과 오른쪽 영상을 중첩한 하나의 영상

에 대한 PSNR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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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험 영상 Mt. Geugang의 PNSR 그래프 : (a) 기존 방법; (b) 제안된 방법
Fig. 5. PSNR graph of Mt. Geugang : (a) previous method; (b) proposed method

그림 6. 실험 영상 blacksmith의 PNSR 그래프 : (a) 기존 방법; (b) 제안된 방법
Fig. 6. PSNR graph of blacksmith : (a) previous method; (b) proposed method

그림 7. 실험 영상 football의 PNSR 그래프 : (a) 기존 방법; (b) 제안된 방법
Fig. 7. PSNR graph of football : (a) previous method; (b)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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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험 영상 bright의 PNSR 그래프 : (a) 기존 방법; (b) 제안된 방법
Fig. 8. PSNR graph of bright : (a) previous method; (b) proposed method

그림 9. 실험 영상 dark의 PNSR 그래프 : (a) 기존 방법; (b) 제안된 방법
Fig. 9. PSNR graph of dark : (a) previous method; (b) proposed method

그림 5 ~ 9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기존의 방법에 의

한 PSNR 결과 값은 영상 압축 비트 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안된 방법에 의해 중첩된 영

상에서도 영상 압축 비트 율이 증가할수록 PSNR 결과 값

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SSIM 비교 실험

기존의 방법대로 왼쪽과 오른쪽 영상에 대해 각각 SSIM 
값을 구한 결과와 제안된 방법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 영상

을 중첩 시켜 만든 하나의 영상에 대한 SSIM 값을 비교

하여 보았다. 그림 10 ~ 14에서 (a)의 그래프는 각각의 실험

영상에 대하여 기존 방법에 의해 구한 왼쪽과 오른쪽 영상

의 SSIM 결과 값을 표현한 그래프이고, (b) 그래프는 제안

된 방법에 의해 왼쪽과 오른쪽 영상을 중첩한 하나의 영상

에 대한 SSIM 그래프이다.
그림 10 ~ 14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기존의 방법에

의한 SSIM 결과 값은 영상 압축 비트 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안된 방법에 의해 중첩된 영

상에서도 영상 압축 비트 율이 증가할수록 SSIM 결과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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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실험 영상 Mt. Geumgang의 SSIM 그래프 : (a) 기존 방법; (b) 제안된 방법
Fig. 10. SSIM graph of Mt. Geugang : (a) previous method; (b) proposed method

그림 11. 실험 영상 blacksmith의 SSIM 그래프 : (a) 기존 방법; (b) 제안된 방법
Fig. 11. SSIM graph of blacksmith : (a) previous method; (b) proposed method

그림 12 . 실험 영상 football의 SSIM 그래프 : (a) 기존 방법; (b) 제안된 방법
Fig. 12. SSIM graph of football : (a) previous method; (b)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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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실험 영상 bright의 SSIM 그래프 : (a) 기존 방법; (b) 제안된 방법
Fig. 13. SSIM graph of bright : (a) previous method; (b) proposed method

그림 14. 실험 영상 dark의 SSIM 그래프 : (a) 기존 방법; (b) 제안된 방법
Fig. 14. SSIM graph of dark : (a) previous method; (b) proposed method

그림 15 . 실험 영상 Mt. Geumgang의 VQM 그래프 : (a) 기존 방법; (b) 제안된 방법
Fig. 15. VQM graph of Mt. Geugang : (a) previous method; (b) proposed method

3. VQM 비교 실험

기존의 방법대로 왼쪽과 오른쪽 영상에 대해 각각 VQM 

값을 구한 결과와 제안된 방법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 영상

을 중첩 시켜 만든 하나의 영상에 대한 VQM 값을 비교

하여 보았다. 그림 15 ~ 19에서 (a)의 그래프는 각각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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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실험 영상 blacksmith의 VQM 그래프 : (a) 기존 방법; (b) 제안된 방법
Fig. 16. VQM graph of blacksmith : (a) previous method; (b) proposed method

그림 17. 실험 영상 football의 VQM 그래프 : (a) 기존 방법; (b) 제안된 방법
Fig. 17. VQM graph of football : (a) previous method; (b) proposed method

그림 18 . 실험 영상 bright의 VQM 그래프 : (a) 기존 방법; (b) 제안된 방법
Fig. 18. VQM graph of bright : (a) previous method; (b)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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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실험 영상 dark의 VQM 그래프 : (a) 기존 방법; (b) 제안된 방법
Fig. 19. VQM graph of dark : (a) previous method; (b) proposed method

영상에 대하여 기존 방법에 의해 구한 왼쪽과 오른쪽 영상

의 VQM 결과 값을 표현한 그래프이고, (b) 그래프는 제안

된 방법에 의해 왼쪽과 오른쪽 영상을 중첩한 하나의 영상

에 대한 VQM 그래프이다.
그림 15 ~ 19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기존의 방법에

의한 VQM 결과 값은 영상 압축 비트 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안된 방법에 의해 중첩된 영

상에서도 영상 압축 비트 율이 증가할수록 VQM 결과 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4. 실험결과 및 토의

실험을 통해서 기존 방법대로 왼쪽와 오른쪽 영상에 대

해 각각 객관적 화질 평가 방법인 PSNR, SSIM, VQM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값과 제안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

진 중첩 영상에 대해 이들 객관적 화질 평가 방법을 적용하

여 측정한 결과 값들에 대해서 비교하여 보았다. 실험결과

두 방법 모두 PSNR, SSIM 측정 결과는 영상 압축 비트율

이 높을수록 높은 결과 값을 보여주었고, VQM 결과에서는

영상 압축 비트율이 낮을수록 높은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객관적인 화

질 평가 방법의 결과 값은 기존의 2D 영상을 각각 측정하는

방법에 따른 결과와 비슷한 동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기존 방법 대신 객관적인 화질 평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에서는 왼쪽 영상의 중첩 계수 의 값을 0.5로 정해

서, 왼쪽과 오른쪽 영상이 같은 비율로 중첩되는 경우로 가

정하여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중첩 계수의 값을 달

리하여 왼쪽과 오른쪽 영상이 서로 다른 비율로 중첩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이는 두 눈의 시력 차가 심한

부등시를 갖고 있는 시청자들이 인지하는 3D 영상의 화질

평가라든지
[7], 왼쪽과 오른쪽 영상이 서로 다른 전송망이나

다른 압축방법, 또는 영상 획득의 문제나 디스플레이의 문

제 등으로 인하여, 두 영상 사이의 화질의 차가 생겼을 경우

에 이를 보상하여 최적의 화질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위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최근 3D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가장큰문제 중의 하나로꼽히고 있는 왼쪽과 오른

쪽 영상의 신호혼선(cross-talk) 문제에 대해서 중첩 계수를

달리 하여 신호 혼선 영상을 만들고, 이러한 영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Ⅳ. 결 론

스테레오스코픽 3D 영상의 화질에 대한 평가 방법은 고

려해야 할 점이 많은 관계로 아직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왼쪽과 오른쪽 영상의 각각

에 대한 화질을 평가함으로써 이를 스테레오스코픽 3D영

상의 화질의 척도로삼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각
각의 영상에 대해서 별도로 화질을 측정해야 한다는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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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영상을 중첩

시켜 하나의 영상을 구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

하여, 보다 간편하게 화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였고,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기존 방법의 결과

와 비슷한 동향의 결과를 도출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

여 스테레오스코픽 3D영상에 대한 화질 평가를 중복작업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인지되는 3D 
영상의 비교, 평가에도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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