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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 처리 및 컴퓨터 비전 분야에 있어서,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d Error: MSE)는 좋은 수학적 특성(예를 들어, 척도성
(metricability), 미분가능성(differentiability) 및 볼록 성질(convexity))을 가짐으로 인해 많은 영상 화질 최적화 문제의 객관적 척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MSE가 영상의 왜곡 신호에 대한 시각적 인지 화질과 상관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좋은 수학적 특성과 높은 영상 화질 예측 성능을 동시에 가지는 객관적 영상 화질 측정(Image Quality 
Assessment: IQA)척도가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비록 최근 제안된 좋은 수학적 성질을 만족시키는 IQA 척도들은 MSE와 비교하여
매우 향상된 주관적 화질 예측 성능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계산 복잡도를 가진다.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라플라
스 연산자를 이용한 좋은 수학적 특성을 가지는 새로운 IQA 척도를 제안한다. 제안 IQA 방법에 도입한 단순 라플라스 연산자는 인간
시각 체계의 망막에서의 광도 자극에 대한 시신경 반응을 효과적으로 모사할 뿐만 아니라 계산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제안 IQA 척
도는 단순 라플라스 연산자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계산 속도와 높은 주관적 화질 점수 예측력을 확보하였다. 제안 IQA 척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최신 IQA 척도들과 광범위한 성능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IQA 척도는 모든 테스트 IQA 척도들
중 MSE를 제외하고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주관적 화질예측 성능을 보였다.

Abstract
In image processing and computer vision fields, mean squared error (MSE) has popularly been used as an objective metric in 

image quality optimization problems due to its desirable mathematical properties such as metricability, differentiability and 
convexity. However, as known that MSE is not highly correlated with perceived visual quality, much effort has been made to 
develop new image quality assessment (IQA) metrics having both the desirable mathematical properties aforementioned and high 
prediction performances for subjective visual quality scores. Although recent IQA metrics having the desirable mathematical 
properties have shown to give some promising results in prediction performance for visual quality scores, they also have high 
computation complexities. In order to alleviate this problem, we propose a new fast IQA metric using a simple Laplace operator. 
Since the Laplace operator used in our IQA metric can not only effectively mimic operations of receptive fields in retina for 
luminance stimulus but also be simply computed, our IQA metric can yield both very fast processing speed and high prediction 
performance.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IQA metric, our method is compared to some state-of-the-art IQA 
metric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IQA metric has the fastest running speed compared the IQA methods 
except MSE under comparison. Moreover, our IQA metric achieves the best prediction performance for subjective image quality 
scores among the state-of-the-art IQA metrics und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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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의화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알고리즘은 영상처

리및컴퓨터 비전분야에서매우 중요하게사용된다[1]. 예
를 들어, 객관적 영상 화질 측정(Image Quality Assess- 
ment: IQA) 방법은 영상 처리 및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통해획득된 복원 영상의화질을쉽고빠르게 측정하기위

한척도로사용된다[2]. 또한, 객관적 IQA 방법은, 영상복원
문제에 있어서인지적으로높은화질영상을복원할 때영

상화질최적화문제의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s) 또는
사전 지식(prior knowledge)으로 사용되거나, 계산 복잡도
를 줄이기 위한국부-선택적인 영상복원 방법에 적용될 수
있다[3], [4]. 최근에는, 영상또는비디오압축에있어서시각
적으로 보이지 않는 신호를 압축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제

거하여 동일 인지 화질 대비 압축 효율을향상시키기위해

객관적 IQA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5]-[9].
왜곡 영상에 대한 객관적 영상 화질 측정 방법은 참조

영상 정보의 사용 가능성 정도에 따라 완전 참조(Full- 
Reference: FR) IQA 방법, 감소 참조(Reduced-Reference: 
RR) IQA 방법, 무참조(No-Reference: NR) IQA 방법으로
나뉜다[10]. 본 논문에서는 완전 참조 IQA(FR-IQA) 방법만
을 다룬다.
평균제곱 오차(Mean Squared Error: MSE)는영상처리
및컴퓨터비전분야에서영상화질최적화문제에 사용되

는대표적인 FR-IQA 방법으로, 계산이간단하고최적화문
제에 적용하기 좋은 수학적 특성인 척도성(metricability), 
미분가능성(differentiability) 및 볼록 성질(convexity)을 가
지고있기때문에널리이용되어왔다. 그러나이러한객관

적 FR-IQA 방법은신호의통계적특성에만의존할뿐인간
시각 체계(Human Visual System: HVS)의 인지화질 특성
을잘반영하지않기때문에, 주관적화질과의상관도가높
지 않다[1].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관적 화질과높은 상관도를 가지
는 FR-IQA 방법을개발하기위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어
왔다[10]-[20]. 대표적으로 Wang이 제안한 SSIM(Structural 
SIMilarity)은기존방법과 비교하여획기적인주관적화질
예측성능향상을보였다[11]. 그러나 SSIM을포함한대부분
의 FR-IQA 방법은위에서언급한좋은수학적특성을만족
시키지못하기때문에, 영상화질최적화에적용하기어려운
문제가있었다. 이에따라, 최근영상화질최적화문제에적
용이용이하도록, 좋은수학적특성을만족시키면서또한높
은주관적화질예측성능을가지는 FR-IQA 척도를개발하
기위한활발한노력이있어왔다[19],[20]. 본논문에서는영상
화질최적화문제적용에용이한좋은수학적특성을만족시

키는 고속 FR-IQA 모델링 방법에 집중한다.
Brunet은 SSIM에대한수학적성질분석을통해, 최초에
제안된 SSIM이최적화문제에적용되기에좋은수학적특
성들(예를들어, 유효 거리 척도성및 유사-볼록(quasi-con-
vex) 특성)을 가지지 못함을 보이고, 이러한 좋은 수학적
특성들을 가지도록 하는 확장된 변형 SSIM(Modified 
SSIM: MoSSIM)을제안하였다[19]. Xue는가우시안평활화
(smoothing)가 적용된 원본 영상과 왜곡 영상간 오차의평
균 제곱값으로 왜곡에대한인지화질정도를모델링 하였

고, 이를 PAMSE(Perceptual fidelity Aware Mean Squared 
Error)로 명명하였다[20]. PAMSE는 가중치-평균 제곱 오차
(weighted MSE)와 같이 해석될 수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
급한 좋은 수학적 특성을 모두 만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발된 MoSSIM과 PAMSE는
상대적으로 높은 계산 복잡도를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
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단순 라플라스 연산

자를 이용한 FR-IQA 척도(Simple Laplace operator-based 
Quality Metric: SLQM)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FR-IQA 
모델링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단순 라플라스 연산자는

사람 시각 체계(Human Visual System: HVS)의인지 화질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면서 동시에 매우 낮은 연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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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도를가지고있기때문에제안 FR-IQA 척도는높은주관
적화질예측성능을유지하면서위에서 언급한계산복잡

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본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2장에서는좋은수학적
특성을가지는 FR-IQA 척도에대한관련연구를알아본다. 
3장은 제안하는 FR-IQA 방법을 설명하며, 4장은 제안 방
법 성능을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5
장은 제안 방법의 효과를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검증한다. 
6장은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앞에서언급한좋은수학적특성들, 즉, 척도성, 미분가능
성 및 볼록 성질을 모두 만족시키는 FR-IQA 척도는 영상
화질 최적화 문제의 목적 함수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효 거리척도성은영상 화질 최적화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알고리즘의 수렴가능성 및 수렴 속

도에대한분석을용이하게한다. 미분가능성및볼록성질
을가지는 FR-IQA 척도는영상화질최적화문제에적용될
시 수치적 방법(또는 분석적 방법)을 통해 최적해에 항상
수렴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최근 개발된

MoSSIM[19]과 PAMSE[20]는 MSE보다 향상된주관적화질
예측 성능을 가지면서 위에서 언급한 좋은 수학적 특성들

을 가지고 있다. 이 장에는 MoSSIM과 PAMSE 방법에 대
해 설명한다.

1. Modified SSIM(MoSSIM)

Wang이제안한 SSIM 방법은 ‘HVS는영상패턴의구조
적 정보를 추출하는데 상당히 적응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현재 FR-IQA 방법의 마일스톤으로
평가받고 있다[11]. SSIM은 이에 따라 원본 영상과 왜곡된
영상 간 광도(luminance), 대비(contrast) 및 구조(structure) 
특징에 대한 유사도를 기반으로 왜곡 영상의 화질을 예측

했다. SSIM은 국부 영상 영역의 화질을 예측하기 위해,  
특징값(국부영상신호들의평균값, 분산값또는중심화된
(평균이 0인) 픽셀벡터)을영상신호로부터추출하고, 원특

징 값에 대한 유사도 형태(similarity form)로 국부 영역의
화질을예측했다. SSIM에서국부영역화질을예측하기위
한 식은 (1), (2)와 같다.

 




 (1)

 







(2)

여기서  , 는 각각 원본영상 와 왜곡영상 의 벡터

화된국부영상신호들을의미하며, ∙는영상신호의

특징값을 계산하는 함수이다. 식 (2)의 는 분모가 0이 되
는 것을 방지하기위한양수값을가지는 모델 파라미터이

다. 식 (2)는 번째 특징에 대한 원본과 왜곡 국부 영상의

유사도를계산하며, 식 (1)로부터총 개의특징들에대한

유사도값을모두곱함으로써국부영상에 대한 화질을예

측하였다. 최종적으로 SSIM은전체영상에대한왜곡을각
각국부영역에서예측한화질값의평균으로계산했다. 
에대한 에대한예측영상화질값은식 (3)과같이계산
된다.

  


 



 (3)

여기서  , 는 각각 원본 영상 와 왜곡 영상 의 총

개 의 국부 영상 중 번째 국부 영상 신호를 의미한다. 
비록 SSIM이 기존 FR-IQA 방법과 비교하여 괄목할 만
한 주관적 화질 점수 예측 성능 향상을 보였지만, SSIM
은 영상 화질 최적화 문제의 목적 척도로 도입되기에는

좋은 수학적 특성이 부족했다. 즉, SSIM은 유효한 거리
척도 특성을 가지지도 않았고, 볼록함수의 특성도 없었
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에 적용 시 알고리즘의 수렴 가능

성을 분석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역 최적해를
보장하지도 않았다. 그림 1은 식 (2)의 SSIM의 국부 영역
에 대한 유사도를 도시하며, 여기서     으로 두었
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SSIM은 볼록 성질을 가지
지 않으며, 최적화 문제에 적용 시 전역 최적 해에 수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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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 있다.

그림 1. SSIM의 국부 영역에 대한 유사도값의 예(    인 경우)
Fig. 1. An example of the similarity form in SSIM for  

이를 극복하기위해, 최근 Brunet은 좋은 수학적 특성을
가지는 FR-IQA 방법으로 변형된 SSIM(Modi- fied SSIM, 
MoSSIM)을제안했고, 제안한방법은 SSIM과거의동일한
주관적화질예측성능을가지면서, 동시에어느정도제한
된 조건에서 위에서 언급한 좋은 수학적 특성을 보유하였

다[19]. 이를 위해 MoSSIM은 SSIM의 식 (1)과 (2)를 각각
아래의 식 (4), (5)와 같이 변형하였다.

 




 (4)

 







(5)

여기서  , 는각각원본영상 와왜곡영상 의벡터화

된국부영상신호들을의미하며, ∙는영상신호의특

징값을 계산하는 함수이다. 식 (5)의 는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양수 값을 가지는 모델 파라미터이다. 
식 (5)는 정규화된 평균 제곱 오차(Normalized Mean 

Squared Error, NMSE)이며,  
 ≥ 의 조

건에서 유사 볼록(quasi-convex)성을 만족한다[19]. 이는
MoSSIM이최적화문제에적용될경우수치계산적방법을
통해최적해에수렴할수있음을의미한다. 또한 MoSSIM

은부분정렬조건(partially ordered condition)에서유효거
리 척도성을 가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 MoSSIM은영상의광도, 대비및구
조 특징을 계산하기 위해 영상 국부 영역의 픽셀 값들에

대한 평균, 분산 및 피어슨 선형 상관 계수(Pearson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PLCC)를계산하기때문에높은계
산 복잡도를 가진다. 

2. Perceptual Fidelity Aware Mean Squared 
Error(PAMSE)

최근, Xue는 MSE의 좋은수학적 특성을 가지면서동시
에 높은 주관적 화질 예측 성능을 가지는 FR-IQA 방법을
제안하기위해, 시각 인지 특성을 반영하는 선형연산자가
도입된 MSE 기반의 FR-IQA 방법(Perceptual fidelity 
Aware Mean Squared Error, PAMSE)을 제안했다[20]. 제안
된 PAMSE는 좋은 수학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MoSSIM보다훨씬고속으로동작한다. PAMSE는식 (6)의
수학식으로 계산된다.

  
 ∥⊗⊗∥

 (6)

여기서 와 는 각각 원본 및 왜곡 영상을가리키며, 
은한영상에서총픽셀의개수이다. 식 (6)에서 는표준

편차값이 인 가우시안 커널을, ⊗는 콘볼루션 연산자를
의미한다. 식 (6)은계산복잡도감소를위해콘볼루션연산
에대한분배법칙을이용하여최종적으로식 (7)로계산된
다.

  
 ∥⊗∥

 (7)

는 선형 연산자이기 때문에, 식 (7)의 PAMSE는 미분

가능하며 볼록 성질을 가지는 함수임을 알 수 있다. 
PAMSE는위에서설명한좋은수학적특성외에도구현
이간단하고계산속도가빠른장점이있지만, 주관적화질
예측 성능은 MoSSIM보다 상당히 낮다. 뿐만 아니라, 식
(7)에서 사용되는 가우시언 커널( )의 표준편차 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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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요구되는 커널의 크기가 증가하며, 증가된 커널
크기는 PAMSE의 계산 복잡도를 증가시킨다.

 

III. 제안 Simple Laplace operator based 
Quality Metric(SLQM) 

본 논문에서 단순 선형 연산자(라플라스 연산자)를 사
용하는 FR-IQA 척도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제안 방법을 Simple Laplace operator based Quality 
Metric (SLQM)으로 명명하였다. 다양한 색 공간에서 제
안 SLQM의 성능을 테스트 해 보았고, 결과적으로 제안
방법은 Luv 색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보다 자세한 실험 결과는 4장에
서 설명됨). 결과적으로, 제안 SLQM 방법은 Luv 색 공간
에서 수행된다. 원본 영상 및 왜곡 영상 신호는 각각 =

  , 왜곡 영상       으로 표현

되며, 여기서 아래첨자 은 광도(luminance) 채널을  

는 색차(chrominance) 채널을 의미한다. 제안하는 SLQM

은 3차원의 특징 벡터     
에 대한 가중치

합으로 모델링 되었다. SLQM에서 광도 신호에 대한 특
징을 추출하기 위해, 우리는 식 (8)과 같은 단순 라플라스
연산자를 도입한다. 

∆ 





   
    
   




 (8)

이러한 라플라스 연산자는 HVS의 영상 신호 자극에 대
한 시각 인지 반응을 효과적으로 모사할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하면, HVS는 입력되는 광도 신호를 1차적으로 망막
(retina)의 시신경 세포(cons and rods)에서 흡수하여 이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며, 이전기적신호는 압축된 형태로
광학신경다발(optical nerve)을통과하여시각피질(visual 
cortex)로전달된다. 이때, 광학신경다발에전달되는전기
적신호는망막에 입력된국부영상신호의광도대비차이

신호(인접 광도 신호 간 차분 신호)로 압축되어 전달된다

[20]. 따라서본 논문에서사용하는단순라플라스 연산자를
기반으로 하는 FR-IQA 척도는 HVS의 영상 신호에 대한
시각 인지 반응에 대한 매커니즘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안 SLQM가 높은주관적화질 예측
성능을 갖도록 한다. 
우리는식 (8)의연산자를이용해 와   각각에대해

발산(divergence)맵에 대한 MSE를 최종 광도 신호의 특징
값( )으로제안한다. 즉, 본논문에서제안하는광도신호

의 특징값은 식 (9)로 표현된다.

    

 ∥∆⊗ ∥


(9)

여기서 은하나의광도채널영상에대한총픽셀의개

수이다. 식 (7)의가우시언커널기반 MSE 방법인 PAMSE
와 제안 SLQM의 식 (9)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커니즘을 내포한다. 일반적으
로, 가우시언 커널을 이용한 영상의 컨볼루션은 영상의 고
주파 성분을 제거하고 신호를 스무딩하기 위한 목적을 가

진다. 반면 라플라스 커널을 이용한 영상의 컨볼루션은 영
상 편집, 합성 등에서 영상의 텍스쳐 추출 (DC를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 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PAMSE는 인지적으로 둔감한 영상의 고주파 성분을 배제
하는관점에서인지적왜곡예측을수행한다고볼수있다. 
반면, 제안 SLQM은 영상의 텍스쳐 성분이 DC 성분보다
인지 화질에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영상의 텍스쳐성분에
한해중점적으로인지적왜곡을예측하겠다는의도로제안

되었다. 
우리는 다음으로, 색차 신호 왜곡에대한 인지화질 변화
를예측하기위해, 원본영상과왜곡영상의    채널영상
에 대한 MSE를 특징으로 사용한다. HVS는 색차 신호의
왜곡을 광도 신호의 왜곡보다 둔감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본논문에서는먼저색차영상들(   채널의영상들)의크
기를 4의 요소(factor)로 크기 축소(down-sampling, 또는
color sub-sampling)한다.  축소된색차영상들의왜곡에대
한 특징은 식 (10)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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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여기서  는각각하나의  채널영상에대한총

픽셀의개수이며, ↓  는 4의 요소를 가지는 크기 축소 연

산자이다.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SLQM은 위에서 추출한 3개의 특
징값들의가중치합으로계산된다. 즉, SLQM은 식 (11)으
로 최종 계산된다.

 ∙ (11)

여기서     
  는각특징들의가중치이며, 

본 논문에서는 실험적으로          으

로 설정했다. 결과적으로, 제안하는 SLQM은 식 (11)에서
보듯이특징들에대한가중치된 MSE의구조를가지며, 따
라서 각각의 특징들은 그 입력에 대해 모두 미분 가능한

볼록함수의성질을가지는것을쉽게알수있다. 이는제안
하는 SLQM가 영상 화질 최적화 문제의 목적함수로 사용
될 경우 분석적 방법(또는 수치적 방법)을 통해 전역 최적
점에 쉽게 수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 제안 SLQM에 대한 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 SLQM에 대한 광범위한 성능 분석을

수행한다. 즉, i) 제안 SLQM을 다양한 색공간에 적용함에
따라 어떤성능 변화가있는지를 분석하며 ii) 제안 SLQM
에있어서식 (10)과식 (11)에서사용된광도및색차신호
에 대한 각각의특징들에 대한 단독 성능 분석을수행하여

제안방법에사용된라플라스연산자의효과성을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가능하며 가장 많은 데이

터를 가지는 4개의 데이터베이스(TID2013[21], TID2008[22], 
CSIQ[18], LIVE[23])에 대해 주관적 화질 예측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1은실험에사용된 데이터베이스의정보를
보인다. 
성능검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4개의 성능 지표를도
입하였다. 즉, SROC(Spearman Rank-Order Correlation co-
efficient), KROC(Kendall Rank-Order Correlation co-
efficients), PLCC(Pearson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및 RMSE(Root Mean Squared Error)을 사용하였다. 여기
서 SROC, KROC, PLCC는 IQA 방법을 이용해 예측한 화
질 값과 실제 측정한 주관적 화질 값 간의 상관도를 나타

내는 것으로, 큰 값을 가질수록 해당 FR-IQA 방법이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RMSE(Root Mean 
Squared Error)의경우 FR-IQA 방법으로예측한결과값과
실제측정한주관적 화질 점수 간평균유클리디언거리를

나타내는것으로, 이거리가 0에가까울수록 FR-IQA 방법
이주관적화질점수를더정확하게예측한다고할수있다. 
FR-IQA 방법의예측된값과실제측정한주관적화질점수
간단조-비선형관계를가질수있기때문에, 로지스틱회귀
모델[24]을 사용하여 예측한 화질값을 측정값 주관적 화질

점수에매핑한후 PLCC와 RMSE을 측정하였다. 4가지성

Databases
The number of 

reference 
images   

The number of 
distorted 
images

The number of 
distortion types

The number of 
subjects 

TID2013 25 3000 24 917

TID2008 25 1700 17 838

CSIQ 30 866 6 35

LIVE 29 779 5 161

표 1.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eight publicly available IQA databases



배성호 외 1인: 단순 라플라스 연산자를 사용한 새로운 고속 및 고성능 영상 화질 측정 척도   163
(Sung-Ho Bae et al.: A Novel Fast and High-Performance Image Quality Assessment Metric using a Simple Laplace Operator)

능측정지표중, SROC 및 KROC가 FR-IQA 방법의성능
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성능 지표로 사용된다[10]. 
  첫번째로, 제안 SLQM의성능이다양한색공간에서어떤
성능 변화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5 종류의 색공간, 
즉, XYZ, HSV, RGB, YCbCr, Luv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
하였다. SLQM에 도입된 각각의 색공간 정보는 SLQM의
아래첨자로 표시하였다(예를 들어, YIQ 색공간에 대해 수
행된 SLQM은 SLQMYIQ로표시). 표 2는다섯종류의색공
간에대한제안방법의주관적화질점수예측성능을보인

다. 결과적으로 Luv 색공간에서제안방법은 가장 높은 성
능을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LQM는 Luv 
색공간에서계산되도록설정하였다. 색공간과 IQA방법의
화질점수 예측력 간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

에대한연구는아직기존어떤논문에서도언급되지않았

으며, 이에대해서는향후확장연구를통해밝혀낼계획이
다.  
두번째로, 제안 SLQM에있어서식 (9)의라플라스연산

된 광도신호의 MSE 및 식 (10)의 색차 신호의 MSE가 각
특징들이 영상의 화질 예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

였다. 이를 위해 식 (9) (SLQML으로 명명) 및 식 (10) 
(SLQMuv라고 명명) 특징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주관적 화질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3은 Luv을 모두
사용한 식 (11)의 제안방법(SLQMLuv), 식 (9)만 사용한

SLQML, 식 (10)만사용한 SLQMuv의성능을보인다. 실험
결과, 표 3에서 볼수 있듯이광도 신호(L)에 대한 Laplace 
연산기반 MSE가색차신호 (u,v)의 MSE보다훨씬더영상
화질예측성능에큰영향을준다. 결과적으로표 3을통해
우리는 식 (9)의 광도 신호에 대한 왜곡 모델과 식 (10)의
색차신호에대한왜곡모델을 결합한경우 SLQM의성능
이가장극대화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본논
문에서 제안하는 SLQM은 식 (9)의라플라스 연산된 광도
신호에 대한 MSE 모델 과 식 (10)의 색차 신호에 대한
MSE 모델 모두를 사용한 식 (11)로 모델링되었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라플라스 연산자 기

Dataset Measure SLQMHSV SLQMXYZ SLQMRGB SLQMYIQ SLQMYCbCr SLQMLuv

TID
2013

SROC 0.6757 0.7400 0.7748 0.7868 0.8337 0.8419 

KROC 0.5103 0.5584 0.5894 0.6066 0.6592 0.6663 

PLCC 0.6617 0.6359 0.7777 0.7064 0.7585 0.7639 

RMSE 0.9295 0.9568 0.7793 0.8774 0.8079 0.8000 

TID
2008

SROC 0.6190 0.7028 0.7943 0.7709 0.8147 0.8212 

KROC 0.4668 0.5285 0.5986 0.5927 0.6466 0.6481 

PLCC 0.5915 0.5859 0.7766 0.6852 0.7176 0.7234 

RMSE 1.0820 1.0875 0.8454 0.9773 0.9346 0.9265 

CSIQ

SROC 0.8082 0.8368 0.8915 0.8888 0.9066 0.9108 

KROC 0.6275 0.6335 0.6998 0.7077 0.7293 0.7352 

PLCC 0.7947 0.5920 0.8731 0.7260 0.7696 0.7878 

RMSE 0.1594 0.2116 0.1280 0.1805 0.1676 0.1617 

LIVE

SROC 0.9446 0.9340 0.9326 0.9396 0.9440 0.9399 

KROC 0.8026 0.7854 0.7817 0.7944 0.8018 0.7940 

PLCC 0.9237 0.5276 0.9246 0.6418 0.6368 0.6254 

RMSE 8.8548 19.637 8.8082 17.727 17.823 18.038 

전체

Overall

SROC 0.7188 0.7723 0.8190 0.8191 0.8550 0.8603 

KROC 0.5583 0.5946 0.6352 0.6445 0.6866 0.6898 

PLCC 0.7003 0.6008 0.8121 0.6938 0.7311 0.7358 

표 2. 다섯 종류의 색공간(HSV, XYZ, RGB, YCbCr, YIQ)에 대한 제안 SLQM의 주관적 화질 예측 성능 실험 결과

Table 2. Performance of SLQM for five different color spaces (HSV, XYZ, RGB, YCbCr, Y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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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MSE가 색체 신호에 대한 왜곡 모델로도 적합한지 확
인하기 위해 L, u, v 각각의 채널마다 모두 식 (9)와 동일
한 라플라스 연산기반 MSE를 사용하여 주관적 화질 예
측 성능을 테스트하였다. 편의상 이렇게 변형된 방법을
SLQMmod1 이라고명명하였다. 실험결과, 4개의 IQA 데이
터셋(TID2013, TID2008, CSIQ, LIVE)에 대한 SLQMmod1

의 전체 성능은 SROC = 0.8322, KROC = 0.6574, PLCC 
= 0.7146 으로색상채널에대한왜곡을단순 MSE로계산
한 원래 SLQM보다 SROC, KROC, PLCC 관점에서 각각
2.8%-포인트, 3.2%-포인트 2.1%-포인트 낮은 성능을 보였
다. 결론적으로, u와 v 영상 신호에 대해 식 (10)의 단순
MSE 가아닌식 (9)의라플라스연산자기반 MSE를적용
할경우계산복잡도는 크게 증가하지만 예측 성능은오히

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이에 대한 분석을위해 IQA영상데이터셋을 정
밀히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색차왜곡을포함하는영상의
경우 피 실험자들은 색차 신호의 구조적 왜곡(예를 들어

Bayes 패턴과유사한왜곡등)보다는 색차값자체가바뀐
경우(예를 들어 색 포화 왜곡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왜곡
을 크게 인지(낮은 주관적 화질 점수값을 책정)한 것을 확
인하였다. 이는 색차 신호의 왜곡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색차신호의구조적 정보를사용하기 보다는색차신호값

자체의차이를 비교하는것이더효과적일 수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와 v 영상 신호에 대해서는
식 (10)과같이단순 MSE를사용하여 인지 왜곡을모델링
하였다. 

VI. 실험 결과

제안하는 SLQM의 성능을 주관적 영상 화질 예측 정확
도및계산복잡도측면에서검증하였다. 본논문에서는영
상 최적화문제에적용이 용이한좋은수학적특성을 가지

는 FR-IQA 모델링방법에집중하였기때문에제안 SLQM

Dataset Measure SLQML SLQMuv SLQMLuv

TID
2013

SROC 0.7695 0.6105 0.8419 

KROC 0.6030 0.4461 0.6663 

PLCC 0.7349 0.5115 0.7639 

RMSE 0.8408 1.0652 0.8000 

TID
2008

SROC 0.8105 0.5189 0.8212 

KROC 0.6358 0.3777 0.6481 

PLCC 0.6941 0.4884 0.7234 

RMSE 0.9660 1.1710 0.9265 

CSIQ

SROC 0.8964 0.7196 0.9108 

KROC 0.7140 0.5155 0.7352 

PLCC 0.7484 0.5498 0.7878 

RMSE 0.1741 0.2193 0.1617 

LIVE

SROC 0.9373 0.8489 0.9399 

KROC 0.7904 0.6682 0.7940 

PLCC 0.6326 0.4879 0.6254 

RMSE 17.9032 20.1776 18.038 

전체

(Overall)

SROC 0.8221 0.6369 0.8603 

KROC 0.6543 0.4708 0.6898 

PLCC 0.6946 0.4753 0.7358 

표 3. Luv을 모두 사용한 제안방법 (SLQMLuv), 광도 신호 왜곡 특징 (SLQML),  색차 신호 왜곡 특징 (SLQMuv) 
각각에 대한 주관적 화질 예측 성능 실험 결과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of SLQMLuv, SLQML and SLQM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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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찬가지로 좋은 수학적 특성을 가지는 3종류의 FR- 
IQA 척도들(PSNR, MoSSIM[19], PAMSE[20])과 비교되었
다. 여기서 MoSSIM, PAMSE는 모두 광도 신호에 대한
왜곡만을 고려한다.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LQM
은 식 (10)을 이용해 색차 신호에 대한 왜곡도 고려하고
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MoSSIM 및 PAMSE에 대해
제안한 방법과 동일한 식 (10)의 색차 신호에 대한 왜곡
모델을 추가한 경우에 대해서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색차
신호에 대한 왜곡 모델이 추가된 MoSSIM 및 PAMSE는
각각 MoSSIMc, PAMSEc으로 명명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IQA 데이터베이스는 총 4개 (LIVE, 

CSIQ, TID2008, TID2013)로, 표 1은 이들에 대한 정보를
보인다. 표 4는 테스트 FR-IQA 척도들에 대한 영상 화질
예측 성능 실험 결과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하는 SLQM 은 다른 비교 FR-IQA 척도들
(광도신호에대한왜곡만고려한경우및광도및색차신
호에대한왜곡을모두고려한경우모두)과비교하여평균

SROC, KROC 관점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PSNR
의경우, 전체 SROC 및 KROC 관점에서비교 FR-IQA 척
도들중가장낮은성능을보였다. 그이유는 PSNR은 MSE
를 이용해서 계산되는데, MSE은 HVS의 시각 화질 인지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PAMSE의 경우
LIVE 데이터베이스에서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SROC, KROC 기준). 이는 PAMSE가 LIVE 데이터베이스
에포함된소수의특정왜곡종류(가산백색가우시안노이
즈, 가우시안블러노이즈, JPEG 압축노이즈및고속페이
딩 노이즈)에 대해서만 잘 동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
다[20]. 따라서 전체 SROC, KROC 측면에서 SLQM은
PAMSE 및 PSNR보다 약 12%~15% 포인트 더향상된 성
능을 보였다. MoSSIM과 비교한 경우, 제안 방법은 전체
SROC, KROC 관점에서 각각 5%-포인트, 7%-포인트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색차왜곡에대한특징을포함한 FR-IQA 방법들과그렇
지않은 FR-IQA 방법들 (광도신호에대한왜곡모델만고

Dataset Measure PAMSE PAMSEc MoSSIM MoSSIMc SLQM

TID
2013

SROC 0.6454 0.7049 0.7514 0.7517 0.8419 

KROC 0.4966 0.5431 0.5651 0.5651 0.6663 

PLCC 0.6642 0.6978 0.7899 0.7894 0.7639 

RMSE 0.9261 0.8879 0.7598 0.7609 0.8000 

TID
2008

SROC 0.6216 0.6395 0.8078 0.8081 0.8212 

KROC 0.4823 0.4861 0.6055 0.6055 0.6481 

PLCC 0.5943 0.6068 0.7920 0.7914 0.7234 

RMSE 1.0783 1.0666 0.8187 0.8203 0.9265 

CSIQ

SROC 0.8249 0.8388 0.8148 0.8156 0.9108 

KROC 0.6623 0.6759 0.6387 0.6389 0.7352 

PLCC 0.7179 0.8209 0.8502 0.8498 0.7878 

RMSE 0.1719 0.1499 0.1380 0.1384 0.1617 

LIVE

SROC 0.9431 0.9382 0.9421 0.9463 0.9399 

KROC 0.8020 0.7921 0.7939 0.8065 0.7940 

PLCC 0.9060 0.9177 0.9388 0.9386 0.6254 

RMSE 9.4510 9.1837 7.9532 7.9750 18.038 

Overall

SROC 0.7076 0.7406 0.8030 0.8040 0.8603 

KROC 0.5606 0.5832 0.6196 0.6216 0.6898 

PLCC 0.6894 0.7235 0.8207 0.8203 0.7358 

표 4. 영상 화질 예측 성능 실험 결과

Table 4. Performance of FR-IQA methods und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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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에대한성능을 비교해보면, 색차신호왜곡에대한식
(10) 의특징을도입한 PAMSEc 및 MoSSIMc는그렇지않
은원래방법들(PAMSE, MoSSIM)보다성능이좀더향상
되는것을표 4에서확인할수있다. 특히 PAMSEc의경우
PAMSE보다 SROC 및 KROC관점에서 약 3.3%-포인트, 
2.3%-포인트 성능이 향상되었다. 반면 MoSSIMc의 경우
약간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이 실험 결과는 색차 신호에
대한 MSE를 사용한 식 (10)의 왜곡 모델이 광도신호만을
고려하는 FR-IQA 방법의성능향상을위해효과적으로사
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안 SLQM이
PAMSE 및 MoSSIM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지는 이유가
단순히 색차 신호를 고려했기 때문만은 아님을 명확히 보

인다. 결론적으로, 제안방법의 성능이 PAMSE, PAMSEc, 
MoSSIM, MoSSIMc 보다높은이유는사람의시각체계에
서광도신호전달매커니즘과유사한라플라스커널을본

논문에서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SLQM의 연산속도에 대한 성능실험을 수행하
였다. 연산속도실험은 24 GB의 RAM을가지는 3.2 GHz 
Intel i7TM 프로세서 상에서 수행되었고, 테스트 플랫폼은
MATLABTM R2013a이다. 테스트는 TID2013 데이터베이
스의전체왜곡영상에대해수행하였고, 평균연산속도는
초당 계산 프레임 속도(frames per second, fps)로 구했다. 
표 5는 테스트 FR-IQA 척도에 대한 평균 연산속도(fps)를
보인다. 제안하는 SLQM은 PSNR을 제외하면 3개의
FR-IQA 척도들중가장빠른연산속도를가진다. PAMSE
의 연산속도는 제안 SLQM보다 약간 느리지만, MoSSIM
보다는훨씬빠른 연산속도(약 1.8배)를가진다는 것을알
수있다. 그러나표 5에서보이듯이 PSNR과 PAMSE는제
안 방법보다 영상 화질 예측성능이 상당히 낮다. 비교
FR-IQA 척도들중제안 SLQM을제외하고가장높은주관
적 화질 예측 성능을 보인 MoSSIM과 비교 시, SLQM은
1.8배 이상의 훨씬 빠른 연산 속도를 보인다. 
그림 2는 PAMSE, MoSSIM, SLQM의 예측성능(전체

SROC) 및 처리속도(fps)를 보인다. 그림 2에서 보이듯이
제안방법은MoSSIM의높은예측성능및 PAMSE의빠른
계산속도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R-IQA methods fps

PSNR 526.51

PAMSE 129.37

MoSSIM 73.97

SLQM 134.15

표 5. 테스트 FR-IQA 방법에 대한 연산 속도 비교

Table 5. Average running speeds of four FR-IQA methods

 

그림 2. PAMSE, MoSSIM, SLQM(제안방법)의 예측성능(SROC) 및 처리속

도(fps) 비교

Fig. 2. Comparisons of PAMSE, MoSSIM, SLQM in running speed (fps) 
and prediction performance (SROC)

V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순 라플라스 연산자를 이용한 새로운

고속 및 고성능 FR-IQA 척도를제안했다. 본 논문에서 도
입한단순라플라스 연산자는연산이 매우 빠를 뿐만 아니

라 HVS의 영상 신호 인지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 FR-IQA 척도에효과적으로적용되었다. 실험결과, 제
안 SLQM은 비교된 좋은 수학적 특성을 가지는 최신

FR-IQA 척도들보다더높은주관적화질예측성능을보이
면서, 매우 빠른 연산 속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제안 방
법은 효과적으로 영상 처리 및 컴퓨터 비전 분야의 영상

화질최적화문제에 목적함수로 사용될수 있을 것으로전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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