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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 개요
• 배경 : 애니메이션 적용용 조건부 대체 화질 개선 알고리즘이 구현됨에 따라 성능검증 필요
• 목적 : 객관적 화질 성능 평가 및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화질 개선 정도와 적합성을 검증하는 기술 개발
• 기대효과

• 디지털방송용 고해상도, 고품질의 영상을 위해 엔코터/디코더를 포함한 방송장비 제조시 필요한 최
적의 성능평가 알고리즘 기술 확보

• 방송사 및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대역폭내에서 최상의 품질로 비디오 전송을 위한 화질 평가 서비
스 제공 가능

• 컨텐츠 제작업체들의 편집, 포맷변환, 특수효과 등의 작업 중에 화질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성능
평가 서비스

2. 서비스 내용
• 화질개선 알고리즘 성능 테스트베드 개발 및 환경구축
• 애니메이션 적용용 조건부 대체 화질 개선 알고리즘 성능평가( VEI )
• 사용자 선택형 화질 개선에 대한 이미지 품질 평가(image quality assessment, IQA) 알고리즘 기술 적용
• 그래프 및 통계적 UX 적용한 성능 평가 및 검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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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rk Process

▪ 애니메이션 원영상에 코덱을 적용한 화질개선 품질 평가용 영상 파일 생성
▪ 화질 품질 평가 알고리즘 구현 및 적용
▪ 화질 개선 품질평가 및 검증용 파라미터 설정, 그래프, 통계적 결과 모니터링 뷰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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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 결과물 기반 상용 서비스 내용

▪ 애니메이션 원 입체 영상과 생성된 각각의 YUV 영상에
대한 화질 개선 정도와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준평
가방법인 PSNR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미지 품질 평가( 
IQA)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선택적 혹은 전체적인 입체영
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그래프 및 통계적
UX 기능을 구현

➢ 화질 품질평가용 영상 파일 생성

➢ 화질개선 품질평가 알고리즘 모듈 선택 기능

➢ YUV 영상 멀티 뷰 구현

➢ 화질개선 품질평가 PSNR 등 알고리즘 선택 및 속성 뷰 구현

➢ 성능 검증용 파라미터 그래프 및 통계적 결과 모니터링 뷰 구

현

➢ 화질개선 품질평가 결과에 대한 데이터 저장 및 관리 기능 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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