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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some codecs, 

many researchers have study and develop new 

objective video quality assessments. However,  it’'s 

not sufficient for evaluating the temporal feature of 

video data yet, which is a distinguishable and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when compared with 

other multimedia. This paper propose the method to 

apply the weight to SSIM (Structural SIMilarity) 

according to the cognitive psychological feature. 

And, we presented that the performance of objective 

video  quality assessment applied the weight to 

SSIM by using the proposed method is superior to 

one of original SSIM.

I. 서론

  기존에는 보다 좋은 화질의 상을 보다 낮은 데이

터률을 가질 수 있는 코딩 방식에 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졌었다. 이에 인간의 시각 이고 정신 인 

특성을 반 한 다양한 perceptual한 coding 방식들이 

제안 되었다.

   

이로써, Perceptual한 코딩 방식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는 주 인 화질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

나, 주 인 화질 평가를 하기 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객  화질 평가 방식 개발의 필요

성이 높아졌다. 이들 에서, SSIM은 원본 상과 

distortion된 상 사이의 확률 인 parameter - 평균, 

분산 and correlation -를 사용하여 객 인 스코어를 

만들어 냈다[1]. 

  그러나 SSIM을 비롯한 기존의 객  화질 평가의 

metric들은 기본 으로 정지되어 있는 두 상의 비교

를 통하여, 화질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상의 

가장 큰 특징인 시간 인 부분 -motion-에 해서는 

하게 평가하지 못하다고 밝 지고 있다. 즉, 좀더 

정확한 화질 평가를 해서 모션에 한 재생된 상

의 향력을 계산하여 SSIM을 보완하는 논문이 발표

되었다[2]. 

  이에 본 논문에서 인체의 시각  특성을 고려하여, 

움직임의 크기와 화질에 한 민감도의 계를 사용하

여 시각 인 요도를 계산하고자 한다.

II. 제안하는 기술

일반 으로 배경이 정지된 화면에서 특정한 사물이 움

직이는 경우, 그 움직임의 속도에 비례하여 사람의 

심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특정한 사물에 한 

심도의 증가는 그 사물에 한 화질 평가에 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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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속도에 따른 화질에 한 민감도 변화

그림 2 VQEG에서 제시한 화질평가 평가 기

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 frame의 화

질을 평가하는 데에 이 사물에 해서 가 치를 두어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정지

하고 있었던 특정한 물체가 속도가  증가하면서 

이동하게 되면 그 속도에 따라서 사람의 심이 가게 

되고, 그에 따라 contrast sensitivity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체가 특정한 한계 속도 이상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람의 시각는 움직이는 물체의 경계선을 제

로 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상에서 움

직이는 사물에 한 심이 아무리 높아져도 그 사물

의 화질에 한 민감도는 격하게 낮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ref{vel}에 따르면, 같이 물체의 속

도가 낮은 부분에서 물체의 화질에 한 민감도가 증

가하는 추세를 그리다가, 특정한 속도보다 더 커지게 

되면 되면 contrast sensitibity가 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한, 이 논문에서 더 넓은 객체가 움직이게 되면 

threshold velocity의 값이 증가한다고 실험의 결과로

써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ref{vel}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물체가 넓어지면서 contrast sensitibity의 포물선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나타나게 된다.

Ⅲ.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실험의 결과에 신뢰도를 높이기 하여 

VQEG Multi-Media에서 제시하는 metric[4]에 한 

평가 항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temporal weight를 고려하여 계산한 metric이 좀더 주

 화질 평가와의 유사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상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면 사람의 정신학  특성

으로는 심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다. 즉, 상에서 움

직임의 크기에 따라 그 물체에 한 심도는 증가하

게 된다. 그러나, 물체 움직임의 속도가 어느 이상이 

되면, 사람의 시각 인 특성에 따라 물체에 한 외곽

선 구분이 어려워 진다. 이는 물체의 화질에 한 민

감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한 물체의 크기가 

커질수록 물체의 움직임에 해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어, 사람이 인지하는 물체의 속도는 작아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물체의 크기

와 속도를 계산하고, 이에 따른 각 물체의 요도와 

체 인 frame의 요도를 계산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감사의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

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R01-2007-000-11708-0). 한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학

연 력사업  (과제번호:11136) 보유기술 사업화 지

원 사업의 연구 결과로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1] Zhou Wang, Ligang Lu and Alan C. Bovik, 

“"Video Quality Assessment Based on Structural 

Distortion Measurement,”" Sig. PROCESSING: Image 

COMM., vol. 19, no. 2, pp. 121-132, Feb., 2004

[2] Zhou Wang, Ligang Lu, and Alan Conrad Bovik, 

“"Video Quality Assessment by Incorporating a 

Motion Perception Model,”" IEEE Inter. Conf. Image 

Proc., San Antonio, vol. 2, pp. II-173-176, Oct., 2007

[3] David C. Burr and John Ross, “"Contrast 

sensitivity at high velocities,”"

Vision Research, no. 22, pp. 479-484, 1982

[4] Video Quality Expert Group, “"Multimedia Group 

Test Plan,”" 2006

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