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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영상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색상 및 블러 특징정보 공간변환 기반의 무 기준 영상 품질 평가 방법을 제안

한다. 영상데이터의 활용분야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의 양도 급증하였으며 영상 데이터의 품질은 데이터의 활용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고품질의 영상을 분류할 수 있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에 제안된 방법들은 단순히 품질평가 점수가 높

거나 낮을 때 영상의 품질이 좋음을 의미하지만 품질이 좋은 영상과 왜곡된 영상을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영상 품질 평가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4개의 데이터 셋과 DMOS 정보를 이용하여 품질의 신뢰성이 낮은 왜곡 영상을 분

류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분류 성능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 알고리즘과 기존 영상 품

질 평가(IQA) 알고리즘을 동일한 평가 방법으로 비교하였으며,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기존 영상 품질 평가 알고리즘보다 높은 우수성

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reference image quality assessment algorithm based on spatial transformation of color and blur feature 

information in order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quality. As a field of application of image data increased, the amount of data also 

increased rapidly. In addition, since the quality of image data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result, it is necessary to classify high-quality 

images in advance. Existing methods simply mean that the quality of the image is good when the score of image quality assessment is 

high or low. However, there is a difficulty in classifying images as having good or bad quality. Therefore, we tr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algorithms by proposing an algorithm to classify distortion images with low quality reliability, and use four data sets of 

CSIQ, KADID, LIVE, TID2013 and DMOS, which are known most. In order to analyze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performance, 

this method was applied equally to the existing methods and compared, and the proposed method was shown to be higher than that of 

the exis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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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분야에서 각 다른 목적으로 스마트폰, CCTV, 블랙박스, 드론, 인공위성, 디지털 카메라 등의 다양한 영상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이에 따라 비정형 영상 데이터를 인식하

고 내용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기술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1]. 빅데이터 기술 분야는 다양하며 시스템적으로 복잡한 기

술과 제품의 통합이 필요하며, 빅데이터 기술은 크게 데이터 수집기술, 저장기술, 처리기술, 분석기술, 활용기술, 관리(Infra, 

Biz)의 6가지 기술 분야로 나눌 수 있다[2]. 빅데이터 세부 기술 분야 중 활용 기술 3대 요소는 자원, 기술, 인력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자원 확보 시 영상 품질은 빅데이터의 활용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집된 영상에 대한 신뢰

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3]. 이와 같이 영상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집된 영상 데이터에 대한 오류 데이터 및 

오류율을 측정하여 품질 지수를 산출하는 영상 품질 측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또한 영상 품질관리는 정보 

시스템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초 프로세스로서 영상 품질 진단은 영상 품질 관리의 첫 걸음이다[4].

일반적으로 영상은 디바이스를 통해 획득 된 후 처리/압축/전송/저장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치의 물리적인 특성의 한계와 

제한된 대역폭으로 인한 정보 손실 및 왜곡(distortion)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영상의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영

상 품질은 학습 성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 품질 왜곡이 존재하는 영상에 대해서 실시간 검증을 

통해 분류하는 전처리 과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수신된 모든 영상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평가 검증을 통해 분류를 수행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영상에 대한 시각적인 품질 측정은 수많은 영상처리 응용 프로그램에서 근본적으로도 전처리 수행을 필요로 하며 중요한 문

제이다. 영상에 대한 품질 평가는 크게 인간의 시신경으로 지각을 통해 품질에 대한 등급을 정하는 방식의 주관적인 품질 평가

(subjective quality assessment)와 이를 기반으로 구현된 알고리즘을 통한 객관적인 품질 평가(objective quality assessment)로 

분류된다[5]. 주관적인 영상 품질 평가 방법은 사람이 직접 평가/판단하는 것으로 영상 품질 측정에 대한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하지만 본 방법은 영상 처리 시스템에 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관적인 영상 품질 평가와 유사하게 

품질 점수를 할당 할 수 있는 자동 영상 품질 측정 방법을 필요로 한다[6].

객관적인 영상 품질 평가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 기준(Full-Reference, FR), 감소기준(Reduced Reference, RR), 무 기준(No- 

Reference, NR)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7-11]. 전 기준 품질 평가(FR QA) 방식은 영상이 압축되거나 왜곡되기 전의 고 품질 영

상인 ‘참조 영상(reference image)’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본 방법은 참조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활용이 불가하다. 일반

적으로 실 환경에서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획득된 영상 또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대부분은 참조 영상을 보

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기준 품질 평가 방식은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무 기준 품질 평가(NR QA) 방식은 

기준영상이 없이 왜곡된 영상만을 사용하여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감소기준 품질평가(RR QA) 방식은 전 기준과 무 기준

을 혼합한 방법으로 ‘참조 영상’에서 일부 정보만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무 기준 평가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영상 품질 평가(Image Quality 

Assessment, IQA)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CSIQ[12], KADID[13], LIVE[14,15], TID2013[16]을 

이용하였으며, 영상에서 사람의 시각적인 요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색상의 선명도와 블러/노이즈의 상관관계를 이용함으로써 

특징정보 공간 도메인 변환 기반의 무 기준 영상 품질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현

실화를 위해서 신뢰성이 낮은 왜곡된 영상은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측정된 품질점수를 이용하여 왜곡 영상을 

분류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Brisque[17], NIQE[18], PIQE[19], ILNIQE[20]의 영상 품질 평가 알고리즘과 제안한 알

고리즘에 대한 정확도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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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에서는 영상을 눈으로 보고 활용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시각의 관점과 유사하게 영상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

한 방법을 제안한다. 사람의 시각 체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으로는 잡음(noise), 블러링(blurring), 블록킹(blocking), 

물결현상(ringing), 색조변화 등이 있다. 블록킹 열화현상은 DCT(discrete cosine transform)기반 영상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주

로 발생한다. 압축 표준인 JPEG2000, JPEG 및 H.264로 압축된 영상은 주로 블록킹 열화보다는 블러링과 물결현상이 주로 발생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왜곡 현상들이 존재하지만 영상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 왜곡 현상의 주요 원

인 및 왜곡 별 상세 원인을 분류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영상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보는 기준은 영상이 뿌옇게 보이

는 블러링 현상과 잡음이 존재하는 경우, 원 색조의 변화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블러링 현상, 흔들림 영상, 물

결영상 및 압축으로 인해 정보가 손실된 영상의 경우 모두 블러링된 현상과 유사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또한 영상의 선명도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는 윤곽선에 대한 선명도와 색상의 순수성의 정도에 있다. 따라서 영상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

한 세 가지 지표 블러링, 잡음, 색조변화를 추출하는 방법과 추출된 정보에 대한 통계적인 분포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입력

된 영상의 색상 선명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간의 시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색상 모델인 HSV 색 공간 변환을 이용하였으며, 

윤곽에 대한 선명도와 블러 현상은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

에 대한 전체 흐름도는 Fig. 1과 같다.

Input Image

Training based Classification

Homomorphic Filtering

HSV Transformation Contrast Enhancement

Hu Saturation Value

Visibility Extraction Blur Extraction

Feature Spatial Transformati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rocess of IQA

Fig. 1. Process of proposed image qua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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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Homomorphic Filtering

일반적으로 자연영상의 경우 빛이 노출되는 방향이나 세기에 따라 영상의 품질을 좌우한다. 조명에 노출됨으로써 전체적으

로 어두운 영상, 밝은 영상, 역광 영상 등의 영상이 획득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일상적인 조명으로 인한 왜곡 영상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강도 변환(intensity transformation) 방법[21], 공간 영역(spatial-domain) 필터링 방법[22], 주파수영역

(frequency-domain) 필터링 방법[23], 퍼지집합(fazzy set) 필터링 방법[24]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영역 필터링 방법 중 

이산 푸리에 변환(DFT) 영역에서 향상 절차를 수행하는 동형 필터링(HF) 방법 중 하나인 Homomorphic 필터링방법[25]을 이용

한다. Homomorphic 필터는 열악한 조명 조건에서 획득된 영상에 대한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조명 반사 모델로 알려져 있으

며, 영상 품질 개선을 위한 전처리 단계에서 많이 이용된다. 또한 Homomorphic 필터는 영상의 밝기를 정규화 하고 대비를 높이

기 위해 사용이 되는 필터로서 승법잡음(multiplicative noise)을 제거하는데 주로 사용이 된다. Homomorphic 필터의 프로세스

는 Fig. 2와 같다.

Log FFT H(u,v) IFT EXP
Input 

Image

Output 

Image

High-pass Filter

Fig. 2. Process of homomorphic filtering

디지털 영상은 조명 성분(illumination element)과 반사 성분(reflectance element)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은 입력 영상, 는 조명 성분, 은 반사 성분을 의미한다.

   ×  (1)

이 중 조명 성분은 영상에 노출된 조명 성분으로 저주파(low frequency) 성분이며, 반사 성분은 영상에 존재하는 객체들의 에

지 성분으로 고주파(high frequency) 성분을 의미한다. 영상 내에서 저주파 성분인 반사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주파

수 영역으로 변환하기 위해 영상에 로그를 취하고 곱셈을 덧셈 연산으로 변경함으로써 두 가지 구성요소로의 선형 분리가 가능

하게 된다. 로그 적용은 식 (2)와 같다.

ln  ln  ln (2)

로그 도메인에서 식 (3)의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ation)을 적용함으로써 주파수영역으로 변환한다.

ln  ln  ln (3)

변환된 주파수 영역에서 식 (4)의 고역 통과 필터(high-pass filter)를 적용함으로써 저주파 성분은 대부분 영상 내의 조명 성분

으로 간주하여 로그 도메인에서 저주파 성분을 억제하고 고주파 성분을 증폭 시켜준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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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고역 통과 필터를 의미하며, 은 주파수영역에서 필터링된 영상을 의미한다. 주파수 영역에서 고주파성분을 필

터링을 수행하고 역 푸리에 변환(inverse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을 공간 영역으로 변환하며, 식 (5)와 같다.

   (5)

마지막으로 식 (6)의 지수 함수(exponential function)를 사용하여 식 (6)을 통해 적용했던 로그를 제거한다.

  exp (6)

2.2 HSV Color Space Transformation

획득된 영상의 품질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 요소를 크게 색상 선명도, 블러의 정도 및 노이즈의 정도로 정의하며, 블러와 노이

즈의 경우에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크게 영상의 선명도와 블러의 정도 지표를 통해서 영상의 품질을 평가한다. 

입력된 영상의 색상 선명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간의 시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색상 모델인 HSV 색 공간으로 변환한다.

HSV모델은 색조(Hue), 채도(Saturation), 명도(Value)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색상 모델이다. 색조는 색상이 어떤 색을 띄는

지에 대한 계열을 구분하며, 채도는 색상이 얼마나 순수한 색상인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며, 명도는 영상 내의 밝기 성분을 의

미한다. HSV 색상 모델은 사람이 색을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원하는 색상을 가장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인

간의 색 인지와 가장 유사한 색상 모델로 활용이 많은 색상 모델이다[26].

동일한 장소에서 영상을 획득 시, 맑은 날, 흐린 날, 비오는 날, 역광, 빛 반사 등의 다양한 환경 조건에 따라 색상 정보에 왜곡이 

발생하며, 동일한 장비로 획득할 시에도 화이트 밸런스에 의해서 색상 정보의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양한 변화 요인에 따라 

동일한 색상이 서로 다른 색상으로 보여 지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대체적으로 밝기 정보의 요인에 따른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는 

영상에 대해 주관적인 품질을 평가함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영상인식 분야에서는 영상 내에서의 밝기 값은 무시하

고 순수한 색상 정보만을 이용한 경우가 많다. 또한 사람의 시각은 색상의 차이를 구분할 시에 밝기 성분보다는 색조와 채도 값

에 따라 판별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GB 색 공간에서 HSV 색 공간으로 변환 후, 색상 왜곡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밝기 성분을 제외한 순수 색상 정보인 색조(Hue) 및 색상의 선명도를 측정을 위한 채도(Saturation) 성분만을 이용함으로써 

영상의 색상 선명도를 측정한다. 또한 영상의 블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조명 성분이 제거된 Value 정보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3 Blur Metric

영상 내 블러는 고주파성분의 손실로 발행하기 때문에 저역통과 필터(low-pass filter)로 재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블러가 

심할수록 인접한 픽셀이 동일한 그레이 레벨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다. 선명한 영상에 블러를 적용한 경우, 주변 픽셀의 그레이레

벨이 크게 변경됨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이미 블러 영상에 블러를 재 적용한 경우에는 그레이 레벨의 변경은 발생하지만 변경의 

정도의 값이 작다. 두 번째 블러 적용 결과는 첫 번째 블러 적용 결과에 의해 감소된 픽셀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따라서 영상의 블러 성분은 그레이 성분에 포함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휘도(luminance)성분을 이용하

여 블러 정도를 측정한다.

는 ×크기의 영상의 휘도(luminance) 성분을 의미한다. 블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블러된 영상 

를 얻기 위해 블러링을 수행한다. 식 (7)과 같이 수직/수평방향으로 저역통과필터(low-pass filter) 모델을 적용하여 각  

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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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

주변 픽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영상의 절대 차(absolute difference)를 식 (8)과 같이 계산한다.

            for     to   ,           to  

            for     to   ,           to  

            for     to   ,           to  
(8)

            for     to   ,           to  

블러링 후에 인접 픽셀들의 변화를 분석하여, 변화가 있을 경우, 초기 영상인지 블러가 된 영상인지를 판별한다. 변화는 절대 

차의 감소률에 의해 평가되며 식 (9)와 같다.

  max         for     to   ,           to  

  max         for     to   ,           to  
(9)

픽셀변화를 판별하기 위해서  ,  ,  , 의 계수의 합을 식 (10)과 같이 계산한다.

  
   

     

   
   

     



  
   

     

   
   

     



(10)

식 (10)의 결과를 식 (11)과 같이 0~1사이로 정규화를 수행한다.

 


  
 


  
(11)

두 영상 D_F와 D_B의 차이 값은 항상 초기 차이 영상 D_F 보다 작다. 최종적으로 블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식 (12)와 같

이 수직 블러와 수평 블러 중에 더 큰 값을 선택한다.

     (12)



신도경· 김재경 / 특징 정보 공간 도메인 변환 기반의 무 기준 영상 품질 평가를 이용한 왜곡 영상 분류 ∙ 55

2.4 Feature Spatial Domain Transformation

색상의 경우 사람마다 눈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동일한 색을 육안으로 판단 시에 관찰하는 사람의 눈의 특성과 영상이 획득

된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HSV 색 공간에서 색상(Hue)은 빨강(R), 노랑(Y), 초록(G), 파랑(B), 보라(P)의 5

가지와 각 색상의 중간 색상인 주황(YR), 연두(GY), 청록(BG), 남색(PB), 자주(RP)를 택하여 총 10가지를 기본 색상으로 지정

하였으며, 기본 10색상을 4등분하여 모두 40가지 순수 색상으로 이루어져있다. 채도(Saturation)은 색의 순 색도를 의미한다. 무

채색을 0으로 하여 채도의 시감에 따른 등간격의 증가에 따라 채도 값이 증가하며, 그 색상에서 가장 순수한 색의 채도는 최대 값

이다. 입력 영상의 색상 선명도(visibility)를 측정하기 위해서 색상(Hue)과 채도(Saturation) 영상 에서 각 × 크기의 블록단

위의 영역별 표준편차를 계산함으로써 로컬 영역에 대한 색상 차를 구할 수 있으며 식 (13)과 같다.

      
   

 


   

 

    ,            (13)

식 (13)에 의해 색상과 채도에 대한 색상 차의 결과를 융합하기 위해서 식 (14)와 같이 정규화하여 융합한다.

 ×  × (14)

영상의 블러 성분과 노이즈 성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명도(Value) 영상에서 로컬 명암대비(local contrast)를 적용한 영상과 명

도 영상을 이용한다. 로컬 명암대비 영상은 CIE76 표준에 기반한 두 영상간의 색상 차이를 Unsharp 필터를 이용하여    의 

범위 값으로 나오며, 밝은 픽셀일수록 큰 색상 차이를 나타내므로 더 많은 대비가 향상되어 에지 정보가 두드러지는 결과 영상을 

Fig. 3과 같이 얻을 수 있다. 로컬 명암 대비 영상과 명도 영상을 식 (15)와 같이, 영상 에서 각 × 크기의 블록 단위의 영역별 

블러 정도를 측정한다.

      
   

 


   

 

    ,           (15)

각 영상에서 측정된 블러 정도를 식 (16)을 이용하여 융합한다.

 ×  × (16)

식 (14)와 식 (16)에 의해서 각 영상의 영역별 선명도와 블러의 정도에 대한 수치를 획득하였으며, 영역에 대한 선명도와 블러

의 정도를 각 쌍으로 구성한다. 쌍으로 구성된 특징 정보를 공간 도메인으로 변환한 결과는 Fig. 3에서 보여준다. 축은 블러의 

정도를 나타낸다. 왼쪽으로 갈수록 블러의 정도가 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이즈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축은 색상의 

선명도를 의미하며, 위쪽으로 갈수록 색상의 선명도가 분명한 것을 의미한다.

Fig. 4는 CSIQ 데이터 셋에서 제공하는 (a) 원본 영상과 (b) 왜곡별 화이트 가우시안 영상, (c) 노이즈 영상, (d) JPEG, (e) JPEG

2000, (f) F-noise영상, (g) 블러 영상에 대해 특징 공간 변환 결과를 보여준다. 노이즈가 포함된 영상은 특징 점 분포가 우측 상단

에 위치하고, 블러가 존재하는 영상의 경우 좌측 하단에 특징점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곡이 존재하지 않는 원본 영상의 

경우에는 블러와 노이즈의 사이 상단에 특징점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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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Convolution Layer
Color Visibility Extraction Blur Extraction

Noise Image

HSV

Hue Saturation Contrast Enhancement of Value Value

4 Channel Images

Feature Spatial Domain

Transformation

HSV Color Space

Transformation

Distortion Image Input

Fig. 3. Feature spatial domain transform of distortion image

(a) (b) (c) (d) (e) (f) (g)

Fig. 4. (a) Original image, (b) AWGN image, (c) JPEG image, (d) JPEG2000 image, (e) F-noise image, (f) Blur image, (g) Contrast 

image. The feature spatial domain transformation results for images by distortion in CSIQ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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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KADID 데이터 셋에 대한 특징 공간 변환 결과를 보여준다. (a) 는 가우시안 블러 영상, (b)는 원형 커널로 필터링한 

영상, (c)는 Lab색상 공간에서 색상 채널 a, b에서의 가우시안 블러링이 적용된 영상으로 모두 왼쪽 하단에 특징점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d)는 HSV 색상 공간에서 채도(saturation) 채널에 계수를 곱한 왜곡 영상이다. 색상의 채도에 대한 왜곡으로 색

상의 선명도가 좋음에서 나쁨까지의 모든 분포를 가지며 색상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본 영상의 분포와 크게 차이가 없이 왼

쪽 상단에서 오른쪽 상단까지 특징 점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와 (f)는 각 JPEG2000, JPEG 압축으로 인한 왜곡 영상으

로 압축 과정에서 객체의 에지정보를 손실함으로써 블러된 결과를 볼 수 있으며, 특징 점의 분포도 왼쪽 하단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g), (h), (i)는 각 RGB 영상에 화이트 노이즈 추가 영상, YCbCr 색상 공간에서 화이트 노이즈 추가 영상, RGB 영상

에 speckle 노이즈를 추가한 영상으로 우상단에 특징 점이 분포한다. (j)와 (k)는 휘도 채널을 비선형으로 조정하여 밝거나 어둡

게 왜곡된 영상이다. 밝기 조정으로 인하여 색상의 선명도가 낮아지고 객체간의 경계선 구별이 없어지면서 블러링과 비슷한 효

과가 나타난다. (l)과 (n)은 각 Bicubic 보간법과 Nearest-neighbor 보간법을 통해 각 픽셀을 뒤틀어 무작위로 분산한 왜곡으로 

블러 영상으로 분류된다. (m)은 영상의 일부 영역을 작은 패치로 근처 위치에 무작위로 삽입한 결과로 원본 영상의 객체 경계 영

역에도 침범하기 때문에 블러 영상으로 분류 된 결과를 보인다. (o)는 Otsu 문턱치를 이용하여 N개의 임계값으로 양자화 한 왜

곡 영상으로 N개의 색상으로 변형됨에 따라 경계가 없어지고 영역별 단조로운 색상으로 블러링된 결과를 볼 수 있다. (p)는 균일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Fig. 5. (a) Gaussian blur, (b) Lens blur, (c) Color diffusion, (d) Color saturation, (e) JPEG2000, (f) JPEG, (g) White noise, (h) White 

noise in color component, (i) Multiplicative noise, (j) Brighten, (k) Darken, (l) Jitter, (m) Non-eccentricity patch, (n) Pixelate, (o) 

Quantization, (p) Color block, (q) High sharpen, (r) Contrast change. The feature spatial domain transformation results for 

images by distortion in KADID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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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컬러 블록을 임의 위치에 삽입한 왜곡 영상으로 잡음성 요소를 추가한 왜곡 영상이지만 균일한 컬러 블록 때문에 블러 영상으

로 잘못 분류한 결과를 볼 수 있다. (q)는 Unsharp 마스크를 이용하여 경계 부분에 대해 선명하게 보정한 영상으로 영상의 선명

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는다. 적용 강도에 따라 영상의 선명도를 높여줄 수 있다. 하지만 적용 강도가 높을수록 잡음 왜곡 영상

의 특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r)은 Sigmoid 곡선을 이용한 RGB 값을 비선형적으로 변형한 왜곡 영상으로 색상의 왜곡으로 인

한 블러된 영역과 원본이 유지된 경우가 혼재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Fig. 6은 LIVE 데이터 셋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며, Fig. 7은 

TID2013 데이터 셋에 대한 특징 공간 변환 결과를 보여준다.

(a) (b) (c) (d) (e) (f)

Fig. 6. (a) Original image, (b) JPEG, (c) JPEG 2000, (d) F-noise, (e) Blur, (f) Fastfading. The feature spatial domain transformation 

results for images by distortion in LIVE database

(a) (b) (c) (d) (e) (f)

(g) (h) (i) (j) (k) (l)

Fig. 7. (a) Gaussian noise, (b) Noise in color components, (c) Spatially correlated noise, (d) High frequency noise, (e) Gaussian 

blur, (f) De-noising, (g) JPEG, (h) JPEG2000, (i) Multiplicative gaussian noise, (j) Lossy compression of noise images, (k) Chromatic

aberrations, (l) Sparse sampling and reconstruction. The feature spatial domain transformation results for images by distortion

in TID2013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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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PCA)은 여러 데이터가 모여 하나의 분포를 이룰 때 이 분포에 대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을 검출하는 방

법이다[28]. 주성분 분석은 차원의 특징 공간에 존재하는 개의 데이터 ∈
×를 차원의 특징 공간에 존재하는 개의 데

이터 ∈ ×로 변환하는 것이다. 식 (1)의 열백터   , 는 번째 데이터의 번째 요소를 의미한다. 식 (17)의 값은 영상 내 

색상 선명도 및 블러 정도에 대한 차원 열벡터 입력 값으로 정의한다.

  ⋯ 


  ⋯ 


(17)

주성분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식 (18)과 같이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을 계산한다.

       (18)

는 의 평균, 는 의 평균,  는 기대 값을 의미하며, 의 분산은 의 평균을 중심으로 흩여져 있는 정도를 의미

하고, 와 의 공분산은  의 흩어진 정도가 얼마나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가 보다 클 때 도 

보다 크면 공분산은 최대가 되고, 가 보다 클 때 는 보다 작아지면 공분산은 최소(음수)값이 되며, 서로 상관관계가 없

을 경우 공분산은 0이 된다. 2차원 데이터가 개 있을 경우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은 식 (19)와 같다.

   ⋯   




 …


⋮ ⋱ ⋮
 ⋯ 













⋮








 (19)

는 고유 벡터, 는 고유 값을 의미한다. 분포에서 분산이 가장 큰 벡터 성분을 이라 하고, 에 수직이면서 그 다음으로 데

이터들의 분산이 가장 큰 벡터 성분을 라 한다. 주성분 분석은 입력 데이터들의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 값 분해(eigen 

decomposition)로 볼 수 있다. 고유 벡터가 주성분 벡터로서 데이터의 분포에서 분산이 큰 방향을 나타내며, 대응되는 고유 값

(eigenvalue)는 그 분산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주성분 분석은 선형모델과 유사하게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축을 찾는 과

정으로 데이터 차원의 수만큼의 주성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벡터를 통해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

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2차원 데이터의 경우 2개의 서로 수직인 주성분 벡터를 반환하고, 3차원 데이터의 경우에는 3개

의 서로 수직인 주성분 벡터를 반환한다.

식 (20)은 식 (17)~(19)를 통해 계산된 고유 벡터 및 고유 값을 이용하여 검출된 2개의 특징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

산에 대한 대표 특징 값을 추출한다. 식 (20)에서 는 2개의 고유벡터, 는 2개의 고유 값, 는 데이터 분포에 대한  축에 

대한 평균값을 의미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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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은 식 (20)을 통해 생성된 2개의 특징 벡터에 대한 내적(dot product)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입력 데이터에 대한 특징 

값 를 도출한다. 두 벡터 간의 내적은 두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 사이의 사이 각을 이용하여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여 얻어지는 

정리로서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에 정사영 시킨 크기의 곱을 의미한다.

   ∙ cos (21)

따라서 각 입력 영상의 색상 정보 및 블러 정도에 따른 데이터 분포 특성을 주성분 분석을 통해 얻어진 두 벡터정보와 벡터 사

이각의 특성을 이용하여 도출된 특징 값 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에 대한 품질 평가 및 품질에 따른 분류를 수행한다.

2.6 Training Based Classification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빅데이터 시대에 핵심 자원 확보 시에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기존 

영상 품질 평가 방법의 경우, 품질점수가 클수록 품질이 좋은 경우 및 품질 점수가 작을수록 품질이 좋은 경우가 존재하지만 어

떤 기준 수치 이상의 영상이 좋은 영상인지를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입력 영상이 왜곡 영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한 방안

이 필요하다. 입력 영상의 왜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학습을 Fig. 8과 같이 제안한다. 학습 데이터는 일반적인 야외 환경에서 획

득된 영상으로 10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의로 가우시안 블러 및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한 영상을 생성하여 총 3개의 클래

스(Hight-Quality Image, Noise Image, Blurred Image)로 구성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소량의 영상데이터 사용 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클래스 별로 영상 품질 평가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영상 품질 점수(Image Quality Score, 

IQS)를 계산한다. 계산된 영상 품질 점수의 평균값은 고정 값으로 사용이 되며 입력 영상의 영상 품질 점수에 대한 비교를 통해 

클래스를 구분한다.

Noise Image

Noise IQS

High-Quality Image Blurred Image

Process of IQA Algorithm

Training Dataset

High-Quality IQS Blurred IQS

Fig. 8. Procedures for each IQA existing method and proposed method in common training dataset

Fig. 9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상 품질 평가를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학습데이터에 대한 클래스별 영상 품질 점수의 평

균 및 분산을 이용한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 결과를 도시를 보여주며 식 (22)와 같다. 는 변량들의 평균을 의미

하며 은 분산을 의미한다.

   





ex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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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영상은 파랑(B), 블러링 영상은 자주(P), 노이즈 영상은 빨강(R)의 분포를 갖는다. 학습데이터의 원본 영상의 경우 평균

이 0.35, 분산이 0.03이며, 블러 영상은 평균이 0.14로 원본 영상보다 작은 수치를 보이며 분산은 0.015이다. 노이즈 영상은 평균

이 0.59로 원본 영상보다 큰 수치를 보이며 분산은 0.26이다. 본 결과와 입력 영상간의 차이 값으로 가장 유사한 클래스로 분류가 

수행된다. 또한 제안한 방법의 경우에는 품질 점수만으로도 대략적으로 영상의 품질 및 왜곡 유형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

본 예시는 CSIQ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으며, 각 왜곡 별로 품질 점수 결과를 검은색의 분포로 도시하였다. Fig. 9(a)는 화

이트 가우시안을 적용한 영상에 대한 결과이며 노이즈 분포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Fig. 9(b)는 JPEG 영상으로 블러 영상으

로 분류되었다. Fig. 9(c)는 JPEG2000 영상으로 블러 영상에 분류가 되며, Fig. 9(d)는 f-노이즈 영상으로 노이즈 영상 및 고품질 

영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Fig. 9(e)는 블러 영상을 입력하여 블러 영상으로 올바르게 분류가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Fig. 

9(f)는 대비 영상으로 블러 영상 및 고품질 영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노이즈 영상과 대비 영상의 

경우는 사람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본 결과 두 가지 경우로 분류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a) (b) (c)

(d) (e) (f)

Fig. 9. (a) AWGN images, (b) JPEG images, (c) JPEG2000 images, (d) F-noise images, (e) Blur images, (f) Contrast images. By 

applying the proposed IQA algorithm to the training dataset, the Gaussian distribution for the original images (blue), noise 

images (red), blur images (purple) and the results of each distortion image of the CSIQ dataset

3. 실험 결과

영상 품질 평가 연구 목표는 관찰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일치하는 품질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상 품질 평가 알고리즘

을 보정하고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품질 평가를 한 영상 및 결과 데이터 셋을 필요로 한다. 주관적인 실험은 

설계가 번거롭고 고 비용이 소모된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영상 품질 평가 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셋 

중 널리 이용되고 있는 CSIQ, KADID, LIVE, TID2013을 이용한 실험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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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Q 데이터베이스는 30개의 원본 영상으로 구성되며 각 영상은 6가지 유형의 왜곡을 각 5단계 수준의 왜곡으로 886장의 영

상으로 구성된다. KADID 데이터베이스는 81개의 원본 영상에 대한 25가지 유형의 왜곡 및 각 5단계 수준의 왜곡 영상으로 구

성된다. 텍사스 대학의 LIVE연구실에서 제공하는 LIVE 데이터베이스는 29개의 원본 영상에 대한 5가지 유형의 왜곡으로 779

장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TID2013은 핀란드의 탐페레 대학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로 25장의 원본 영상에 대해 24가지 유

형의 왜곡으로 총 3000장의 왜곡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각 데이터베이스는 피 실험자가 참여하여 영상 품질에 대한 주관적인 

점수를 환산하여 만든 DMOS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영상 품질 평가의 성능 지표로 활용한다.

CSIQ와 LIVE 데이터베이스는 DMOS가 낮을수록 품질이 좋음을 의미하며, KADID와 TID2013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엔 

DMOS가 높을수록 품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3.1 데이터베이스 클래스 정의

입력된 왜곡 영상에 대해서 크게 블러 영상, 노이즈 영상, 고품질 영상으로 분류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CSIQ, KADID, 

LIVE, TID2013 각 4개의 데이터베이스의 왜곡 유형 및 각 클래스 유형을 다음 Tables 1~4와 같이 정의한다. 왜곡 유형별 클래

스 유형은 블러, 노이즈, 고품질 클래스 중 가장 근접한 유형으로 수동 매핑한 결과이다.

제안한 방법에 대한 왜곡 영상 분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각 왜곡별 클래스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단순히 

왜곡 영상으로만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잡음 및 블러에 대한 영상 분류가 가능하다. 왜곡 영상에 따라 단계가 낮을수록 사람

이 눈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왜곡 수준이기 때문에 식 (23)과 같이 DMOS 지표에서 Level 1. 영상의 계산 결과에 대한 평

균을 왜곡 정도를 나타내는 문턱치(threshold)를 정의한다. 은 입력 영상의 수를 의미하며, 는 각 4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의미

한다.

 



  






(23)

식 (24)는 각 4개의 데이터베이스의 DMOS별로 각각 수행하며, 데이터베이스 별로 왜곡 영상 유무에 대한 정답 영상을 생성

하기 위해서 식 (24)와 같이 식 (23)에서 얻어진 기준치 이상의 영상을 왜곡 영상으로 분류하고 기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사람

이 왜곡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의 영상으로서 품질이 좋은 영상으로 분류를 수행한다.

   if   

 
(24)

Table 1. Distortion type of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for CSIQ database

Distortion types Descript of distortion Class types of distortion

AWGN 가산 화이트 가우시안 잡음 추가 Noise

F-noise 가산 핑크 가우시안 잡음 추가 Noise

JPEG 표준압축 Blur

JPEG2000 표준압축 Blur

Blur 가변 가우시안 커널로 필터링 High-quality & Blur

Contrast Sigmoid 곡선을 이용하여 RGB 값을 비선형적으로 변형 Bl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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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ortion type of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for KADID database

Distortion types Descript of distortion Class types of distortion

Blurs

Gaussian blur 가변 가우시안 커널로 필터링 Blur

Lens blur 원형커널로 필터링 Blur

Motion blur 라인커널로 필터링 Blur

Color 

distortions

Color diffusion Lab 색상 공간에서 색상 채널(a,b)을 가우시안 블러 처리 Blur

Color shift
녹색 채널을 무작위로 변환하고 gray level map

으로 마스킹된 원본이미지에 혼합
Blur

Color quantization
최소 분산 양자화 및 8~64색상 디더링을 이용하여 인덱스 

이미지로 변환
Noise

Color saturation1 HSV 색 공간의 채도 채널에 계수를 곱함 High-quality

Color saturation2 Lab 색 공간의 색상채널에 요소를 곱함 High-quality

Compression
JPEG2000 표준압축 Blur

JPEG 표준압축 Blur

Noise

White noise RGB이미지에 가우스 백색잡음 추가 Noise

White noise in color component YCbCr변한 이미지에 가우스 백색잡음 추가 Noise

Impulse noise RGB이미지에 salt & pepper 노이즈 추가 Noise

Multiplicative noise RGB이미지에 speckle 노이즈 추가 Noise

Denoise
RGB이미지에 Gaussian white noise 추가 및 각 채널에 

개별적으로 노이즈 제거 DnCNN을 적용
Noise

Brightness 

change

Brighten 휘도 채널을 비선형으로 조정 Blur

Darken 휘도 채널을 비선형으로 조정 Blur

Spatial 

distortions

Mean shift 이미지의 모든 값에 상수를 추가하고 원래 값 범위로 자름 Blur

Jitter
Bicubic 보간을 통해 각 픽셀을 뒤틀어 이미지 데이터를 

무작위로 분산
Blur

Non-eccentricity patch 이미지의 작은 패치를 근처 위치로 무작위로 오프셋 Blur

Pixelate
Nearest-neighbor보간법을 사용하여 영상 축소 후 다시 원본 

사이즈로 복원
Blur

Quantization Otsu threshold를 이용하여 N개의 임계값으로 이미지 양자화 Blur

Color block 영상 내 임의의 위치에 균일한 컬러 블록 삽입 Noise

Sharpness and 

contrast

High sharpen Unsharp 마스크를 이용하여 선명하게 보정 High-quality & Noise

Contrast change Sigmoid 곡선을 이용하여 RGB 값을 비선형적으로 변형 High-quality & Blur

Table 3. Distortion type of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for LIVE database

Distortion types Descript of distortion Class types of distortion

White noise 화이트 가우시안 잡음 추가 Noise

Gaussian blur 가우시안 커널로 필터링 Blur

JPEG 표준압축 Blur

JPEG2000 표준압축 Blur

Fast fading rayleigh channel 송신신호의 채널의 변화 정도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른 왜곡 현상 Bl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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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ortion type of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for TID2013 database

Distortion types Descript of distortion Class types of distortion

Additive Gaussian noise 가우시안 노이즈 추가 Noise

Additive noise in color components 색상 구성에 노이즈 추가 Noise

Spatially correlated noise 공간상관 노이즈 추가 Noise

Masked noise White noise 또는 pink noise 추가 Noise

High frequency noise 고주파 노이즈 추가 Noise

Impulse noise 이미지에 salt&pepper 노이즈 추가 Noise

Quantization noise 이미지 양자화 Blur

Gaussian blur 가우시안 커널로 필터링 Blur

Image denoising 이미지 노이즈 제거 Blur

JPEG JPEG 표준압축 Blur

JPEG2000 JPEG2000 표준압축 Blur

JPEG transmission errors JPEG 전송 오류 Noise

JPEG2000 transmission errors JPEG2000 전송 오류 Noise

Non eccentricity patten noise 비 편심 패턴 노이즈 추가 Noise

Local block-wise distortions of different intensity 다른 색상의 지역적 블록단위 왜곡 추가 Noise

Mean shift (intensity shift) 이미지의 색상 값에 일정 상수 값을 추가(평균값 이동) High-quality

Contrast change 색상 대비 변경 High-quality

Change of color saturation 색상 밝기(채도) 변경 High-quality

Multiplicative Gaussian noise 곱셈 가우시안 노이즈 추가 Noise

Comfort noise 인공적인 노이즈 추가 Noise

Lossy compression of noise images 노이즈가 많은 이미지의 손실 압축 Noise

Image color quantization with dither 디더를 사용한 이미지 색상 양자화 Noise

Chromatic aberrations 색수 차 Blur

Sparse sampling and reconstruction 화소 샘플링 및 재구성 Blur

3.2 성능측정 지표

분류 모델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오차 행렬(confusion matrix)를 이용한 정밀도(precision), 재현율

(recall), 정확도(accuracy), F1-Score, FPR(false positive rate) 및 정답 예측율(positive predictive value, PPV)을 이용한다.

오차 행렬은 Table 5와 같이 학습을 통한 예측(prediction)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정답 및 분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표이다. 

TP는 실제 true인 정답을 true로 예측한 경우, FP는 실제 false인 정답을 true로 예측한 경우, FN은 실제 true인 정답을 false로 예

측한 경우, TN은 false인 정답을 false로 예측한 경우를 의미한다.

Table 5. Confusion matrix

분류 결과

Positive Negative

실제 정답
Positive True Positive (TP) False Negative (FN)

Negative False Positive (FP) True Negative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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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Precision)란 분류결과가 true인 것 중에서 실제로 true인 데이터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며, 식 (25)와 같다.

  
  


(25)

재현율(recall)은 실제로 true인 데이터에 대한 분류 결과를 true로 예측한 비율을 의미하며, 식 (26)과 같다.

 
 


(26)

정밀도와 재현율의 지표는 모두 true를 true로 예측한 경우만을 측정한 결과이다. 하지만 false를 false로 분류한 경우도 정확

하게 분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 측정 지표를 정확도(accuracy) 라고 하며, 식 (27)과 같다.

 
    

 
(27)

실제 false인 data 중에서 분류를 true로 예측한 비율은 FPR(False Positive Rate)라고 하며, false 데이터를 true로 잘못 분류한 

비율이기 때문에 FPR 값이 낮을수록 분류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식 (28)과 같다.

  
 


(28)

F1-Score 지표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이다. 정밀도와 재현율을 서로 상관관계(trade-off)에 있기 때문에 두 지표를 조

합하여 하나의 통계치를 반환하며 식 (29)와 같다. 조화 평균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밀도 또는 재현율이 0에 가까울수록 F1-Score

도 동일하게 낮은 값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 

×  × 
(29)

마지막으로 PPV(positive predictive value)는 true 예측도로서 입력데이터가 true인지 false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검사를 수

행하였을 때 true로 나온 데이터가 정말 true일 확률을 의미하며, 식 (30)과 같다. 민감도(sensitivity)는 recall과 의미가 같으며, 

특이도(specificity)는 실제로 false인 데이터에 대한 분류 결과를 false로 예측한 비율(%)을 의미한다.

 
 ×    ×  

 × 

(30)

  ,         
 





66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9, No.2, 2021

3.3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함과 동시에 품질이 좋은 영상과 왜곡 영상을 분류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CSIQ, KADID, LIVE, TID2013 영상 품질 평가 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며, 기존 영상 품질 평가 알고리즘인 Brisque, NIQE, PIQE, ILNIQE와의 비교 검증 시험을 수

행하였다.

기존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왜곡 영상 분류 결과는 Tables 6~9에서 보여준다. Tables 6~9의 #3과 #2는 각 분류 클래스

의 개수를 의미하며 #3은 고품질 영상, 블러 영상, 노이즈 영상으로 분류한 결과이며 #2는 고품질 영상과 왜곡 영상으로 분류한 

결과를 의미한다.

각 분류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식 (25)~(30)에서 언급한 Precision, Recall, Accuracy, F1-Score, Fall-out, 

PPV 총 6가지의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Fall-out은 분류를 잘못한 경우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수치가 낮을수록 분류 결과가 좋

음을 의미하며, 나머지 지표들은 수치가 높을수록 분류 결과가 좋음을 의미한다.

분류 성능에 대한 결과를 보면, 기존 방법 및 제안하는 방법 모두 고품질 영상, 블러 영상, 노이즈 영상의 3개 클래스로 상세 분

류했을 때의 결과보다 왜곡 영상과 품질이 좋은 영상에 대한 클래스로 분류한 결과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방법과 

비교했을 때 제안하는 방법은 4개의 데이터베이스 및 7가지 평가지표의 대부분이 월등히 분류 결과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다. 

특히 제안한 방법의 경우 왜곡 영상과 왜곡되지 않은 영상으로의 분류 결과와 3개의 클래스로 분류한 결과의 수치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결과에 의해서 왜곡된 영상 중에서도 블러된 영상과 노이즈가 존재하는 영상을 분류하는 정확

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Comparison of existing methods and proposed method

DB: CSIQ Brisque NIQE PIQE ILNIQE Proposed method

Class #3 #2 #3 #2 #3 #2 #3 #2 #3 #2

Precision 81.60 86.90 80.67 84.92 75.38 81.68 82.11 87.52 88.65 88.65 

Recall 43.94 65.71 50.07 67.54 38.33 55.80 49.67 75.88 75.36 75.36 

Accuracy 41.84 61.03 45.40 60.80 34.60 50.00 46.09 69.20 69.77 69.77 

F1-Score 57.12 74.83 61.79 75.24 50.82 66.31 61.90 81.28 81.47 81.47 

Fall-out 73.79 73.79 89.32 89.32 93.20 93.20 80.58 80.58 71.84 71.84 

PPV 29.99 58.25 31.79 53.98 17.87 37.45 34.51 67.90 70.77 70.77 

Table 7. Comparison of existing methods and proposed method

DB: KADID Brisque NIQE PIQE ILNIQE Proposed method

Class #3 #2 #3 #2 #3 #2 #3 #2 #3 #2

Precision 23.12 37.59 26.28 29.49 16.55 21.39 27.09 41.97 47.71 48.67 

Recall 23.96 47.98 32.44 38.05 24.87 34.14 21.22 41.30 57.03 59.27 

Accuracy 51.22 58.75 50.33 52.09 37.17 40.07 57.43 63.72 66.95 67.65 

F1-Score 23.53 42.15 29.04 33.23 19.87 26.31 23.80 41.63 51.95 53.45 

Fall-out 36.34 36.34 41.51 41.51 57.23 57.23 26.05 26.05 28.52 28.52 

PPV 40.91 65.28 44.20 49.92 20.45 28.51 52.36 73.58 80.20 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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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existing methods and proposed method

DB: LIVE Brisque NIQE PIQE ILNIQE Proposed method

Class #3 #2 #3 #2 #3 #2 #3 #2 #3 #2

Precision 83.77 89.24 86.43 88.21 82.53 88.64 82.60 87.53 96.60 96.61 

Recall 54.99 88.44 70.75 83.11 48.75 80.50 53.29 78.80 90.25 90.36 

Accuracy 50.00 80.04 63.75 74.85 44.70 73.22 47.96 70.88 88.39 88.49 

F1-Score 66.39 88.84 77.81 85.58 61.30 84.37 64.78 82.94 93.32 93.38 

Fall-out 94.00 94.00 98.00 98.00 91.00 91.00 99.00 99.00 28.00 28.00 

PPV 36.91 79.05 55.94 71.62 30.22 70.75 33.16 65.95 96.08 96.13 

Table 9. Comparison of existing methods and proposed method

DB: TID2013 Brisque NIQE PIQE ILNIQE Proposed method

Class #3 #2 #3 #2 #3 #2 #3 #2 #3 #2

Precision 68.47 76.43 74.63 82.25 60.72 69.98 69.64 78.32 83.22 84.09 

Recall 43.87 65.50 44.29 69.76 34.34 51.78 44.42 69.97 61.82 65.87 

Accuracy 39.17 56.40 43.60 63.90 29.97 43.87 40.27 60.63 59.63 62.87 

F1-Score 53.48 70.54 55.59 75.49 43.87 59.52 54.24 73.91 70.94 73.87 

Fall-out 79.31 79.31 59.11 59.11 87.19 87.19 76.03 76.03 48.93 48.93 

PPV 26.26 51.65 36.68 67.63 14.42 31.70 28.26 58.64 65.11 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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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Accuracy, (b) F1-Score, (c) PPV, (d) Fall-out. Average and lowest/maximum values for each performance evaluation 

of Brisque, NIQE, PIQE, ILNIQE, proposed method algorithms in CSIQ, KADID, LIVE and TID2013 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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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Brisque, NIQE, PIQE, ILNIQE 기존방법 및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된 각 CSIQ, KADID, 

LIVE, TID2013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평가를 위해 사용된 각 지표의 평균 및 최저/최고 값을 그래프로 도시한 결과이다. Fig. 

10(a)는 accuracy에 대한 결과이다. 제안한 방법의 평균은 71.19%, 최저 값은 59.63%으로 기존방법들의 최고 값 보다 높은 지

수를 보인다. Fig. 10(b)는 F1-Score에 대한 결과이다. 제안하는 방법의 평균이 74.42%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며, 기존 방법의 

평균은 43.96~56.06%으로 제안하는 방법보다 낮은 결과를 보인다. Fig. 10(c)는 PPV의 결과이며 제안한 방법의 평균은 78.04%

로 기존 방법보다 매우 좋은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Fig. 10(d)는 Fall-out의 결과로서 분류를 잘못한 경우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방법의 평균이 44.3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기존 방법의 평균은 70.41~82.16%의 수치로 제안하는 방

법의 정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빅데이터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영상에 대한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영

상 품질 측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영상에서 사람의 시각적인 요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색상의 선명도와 블러/노

이즈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영상 품질을 측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측정된 품질점수를 이용하여 왜곡 영상을 분류하는 방

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기존 방법과의 정확도 비교 검증을 위해서 신뢰도가 인정된 영상 품질 평가 데이터베이스 4종에 대해서 

실험하였으며, 각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제안하는 방법의 정확도가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방법은 향후 품질 신뢰성이 검

증된 빅데이터 구축에 활용 될 수 있으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학습 결과의 성능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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