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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2년 12월 31일을 기 으로 지상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환되게 된다. 따라서 아날로

그 방송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못했던, HDTV 상 화질에 한 문제가 두되고 있다. 디지털 방송에서 상의 스

트리  서비스를 하여 실시하는 MPEG압축 방식은 콘텐츠의 블록형 잡음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블록형 잡음을 

재는 사람의 으로 별하고 있는데, 육안검수의 경우 객 이지 못하다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HDTV 상 화질에서 사람의 시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블록형 잡음에 하여, 원본비참조 방법으로, 블록형 잡음

을 검출한다. 그리고 검출된 블록형 잡음의 분포를 측정하여, 에 띄는 블록형 잡음의 수치를 정량화 한다. 본 연구

를 통해 육안검사에 의한 블록형 잡음이 자동화된 툴을 이용하여객 으로 측정됨으로써, 정보통신의 상 발

에 기여 할 것이다.

ABSTRACT

31 December 2012 will be the end of terrestrial analog broadcasting. Digital broadcasting will begin. The picture quality on analog 

broadcasting, was not a problem. but, In digital broadcasting, is a problem. Service for streaming on the digital broadcasting MPEG video 

compression. And the content is added block noise. These block noise  measured by people's eyes. but, people's eyes is subjective. In this 

paper, the on-reference methods to detect block noise. And detected by measuring the distribution of block noise, to quantify the levels of 

block-noise. With this study, block noise by visual inspection using an automated tool, by being objective measur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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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지상  방송은 2012년 12월 31일을 기 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환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가정마다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게 

아날로그 방송에서 수신기를 설치하거나, HDTV 

(HDTV)를 구매하여야 한다. 그 결과 표 1처럼 우리나라 

HDTV 보 률[1]이 상승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국내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 률
Table. 1 Digital TV penetration in Korea

구분 2009 2010년 2011년 2012년

보 률

(%)
55.1% 60% 80% 98%

한 디지털 방송을 한 HD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

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 국내 IPTV 가입자 수[2]
Fig. 1 Domestic IPTV Subscribers Forecast

그림 1처럼 HD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IPTV 역시, 가

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HD 콘텐츠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비디오 잡음들이 나타나고 있으

며, 특히 IPTV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HD 유료콘텐츠

에 한,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 이 필요한 실정이

다[3].

국내의 IPTV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업체에서는 재

까지 사람의 육안검사에만 의존하여, 객 이지 않은 

기 으로 상의 화질을 평가하고 있다. 육안검사의 경

우, 실제 사람의 으로 단하기 때문에 객 이지 못

하며, 주  환경에 의해 오 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재 사용하고 

있는 정량화 방법[4][5]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데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코딩하

며 발생되는 블록형 잡음에 하여, 객 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계산식[6]을 이용하여, 블록형 잡음을 검출

하고, 검출된 블록들에 한 객 인 수화 방법을 

연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과 2장에서 블록형 잡음이 나

타나는 원인으로 손실압축에 하여 알아보고, 3장에서

는 제안한 방법으로 블록잡음을 정량화하는 설계를 하

고,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기계 으로 감지할 수 있

는 방법에 하여 구 하도록 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를 한다.

Ⅱ. 련연구

2.1 손실압축

멀티미디어의 데이터 압축에 주로 사용되는 JPEG 

(Joing Photographic),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압축은 손실압축 방법  하나로 멀티미디어의 

데이터압축에 주로 쓰이는 방법이다. 각 압축 단계에서 

주 으로 요한 정보들은 최 한 보존하는 것을 목

표로 하며,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고주  성분과 색

차 정보를 손실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2.2 JPEG(Joing Photographic)

JPEG은 정지 화상을 해서 만들어진 손실 압축 방법 

표 이다. 이 표 은 ISO와 ITU-T에서 제정하 다. 

JPEG 압축 과정은 다음과 간다.

우선 각 픽셀의 RGB데이터를 YCbCr의 다른 색공간 

데이터로 변환한다. 이후 크로마 서 샘 링을 이용하

여, Cb와 Cr성분의 수를 인다.

크로마 서  샘 링 이후, 체 화상은 8x8 픽셀의 크

기를 갖는 섹션으로 나뉘게 되고, 각 8x8 섹션의 성분데

이터는 이차원 이산 코사인 변환(DCT)을 이용하여 주

수 공간으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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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 공간으로 변환된 데이터는 양자화하는 과정

을 거치면서 데이터를 이게 된다. 사람의 은 명도에 

해 비교  넓은 주 수 역에서 작은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나, 고주 의 명도변화에 해서는 구별능력이 

떨어진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고주  성분 정보의 많은 

부분은 삭제할 수 있다. 이 작업이 체 압축 과정에서 

가장 손실이 큰 부분이 된다.

이러한 압축 과정이 종료되면, 이산 코사인 변환 과정

에서 생성된 8x8 픽셀의 블록들이, 양자화 과정의해 고

주  성분들이 삭제되어 버리기 때문에, 각 블록의 경계

지 에서 블록화 잡음이 나타나게 된다.

2.3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JPEG과 마찬가지로, MPEG은 비디오의 압축에 사용

된다[7]. 각 압축의 과정은 JPEG과 동일하다. 압축률이 

높아질수록, 고주  성분의 삭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용

량은 어들지만, 각 블록들의 경계지 에서 블록화 잡

음 상이 늘어나게 된다.

HD 상의 경우 일반 으로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

지 않는 범  내에서 약 9Mbps까지 압축 할 수 있으며, 

SD의 경우 4Mbps까지 압축할 수 있다. 하지만, 압축된 

비디오를 각 가정의 IPTV 수신기로 스트리  하기 한, 

각 가정의 인터넷 연결은 최  역폭이 1Mbps 미만이

기 때문에, 양호한 화질의 SD 스트리 에 필요한 4Mbps

의 지속 역폭에 모자르게 된다.

이에 따라서, 비디오의 압축률을 인터넷 연결의 최  

역폭 미만으로 압축하게 되고, 블록화 잡음 상은 더

욱 에 띄게 된다[8].

MPEG 압축기술은 표 으로 재정되어 재 상의 

열화를 막기 해 꾸 히 개발되고 있다.

Ⅲ. 블록형 잡음 정량화 

설계  구

3.1 블록형 잡음 정의

블록형 잡음[8]은 사람의 에 가장 잘 띄는 왜곡 

상  하나로써, 블록단 의 상처리로 인해 인 한 

블록 경계의 불연속이 발생하여 사람의 에 거슬리

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MPEG 상에 하여 블록형 

잡음이 존재하지만,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에 하여, 

해상도 비 에 띄는 블록형 잡음의 분포도를 계산

한다.

블록형 잡음이 상의 복잡한 역에 존재하는 경우

에는 다른 형태의 왜곡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개발할 

알고리듬의 경우, 블록의 경계에 차이가 발생할 때, 그 

크기가 블록 내부에서의 화소의 변동성보다 크게 나타

나는 경우에만 이를 블록형 잡음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람의 시각 특성을 반 하도록 한다.

HDTV에서 방 되는 상 내의 존재하는 블록형 

잡음을 정량화 하기 한 개발 PC 스펙과,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블록형 잡음 정량화 로그램 구 을 연구

한다.

3.2 개발 PC 스펙

■ CPU:Intel(R) Core(TM) Duo P8400@ 2.26GHz

■ RAM:2GB

■ O.S.:Windows 7 32bit

3.3 블록형 잡음 정량화 방법

8x8 블록 기반 상 압축 방법의 손실 부호화 과정에

서, 발생 가능한 블록형 잡음 검출을 한 설계를 한 

검출 방식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8x8 크기의 블록내의 평균값과, 각 픽셀과의 분산 

값을 구한다.

둘째, 수직, 수평 방향에 하여, 픽셀 경계 값들의 차이 

값들의 평균과, 표 편차의 가 치를 곱하여 상

내의 블록형 잡음이 나타나는 부분을 검출한다.

셋째, 해상도 내에서 블록형 잡음이 나타나는 비 을 구

하여, 각 해상도별 검출률을 비교한다.

블록형 잡음의 수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호화 과정에서 신호처리의 단 가 8x8 블록인 경

우, 식 1과 식 2를 이용하여 각 블록내의 화소 값의 평균

과 분산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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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x,y)은 상의 화소 값을 나타내며, (x,y)은 

블록의 경계 치를 나타내며 8의 배수(x,y=8k,k=1,2,

3…)로 주어진다. 다음으로 이 블록의 우변  하변과 경

계를 이루고 있는 인  블록 화소와의 화소 값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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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으로 경계 화소 값의 차이가 식 2에서 구한

  (표 편차)의 3배(이를 블록 내부 화소의 변동성

이라고 본다)보다 크면 그 경계에 블록화 상이 나타난 

것으로 정한다. 즉 식 3의 가로  
     이

거나, 식 4의 세로 
    이면, 그 경계선에 

블록형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정한다.

3.3 블록형 잡음 정량화 로그램 구

제시한 블록형 잡음 정량화 방법에 하여, 검증할 수 

있는 로그램을 구 한다.

구 된 로그램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블록형 잡음정량화 로그램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2 블록형 잡음 Program User Interface

입력 상은 다양한 해상도의 콘텐츠를 입력받고, 제

시한 방법에 따라, 블록화 상이 발생한 상 부분을 체

크한다.

그림 3. 블록형 잡음 정량화 로그램 구동
Fig. 3 블록형 잡음 Program running

그림 3의 경우 구 된 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된 

상을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에 한 실험 내용과 분석은 4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Ⅳ. 블록형 잡음 정량화 

실험결과 분석

블록 내부의 화소의 변동성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하

지 못하는 블록 잡음을 검출 할 수는 있지만, 화질평가에 

있어서,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블록잡음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상도에 따라 정 변동성은 3이상으로 

하도록 한다. 그림 4의 (a)(b)(c)(d)는 블록형 잡음의 정

역을 나타낸 샘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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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 SD  콘텐츠의 분석결과
(a) JPEG 실험 상 (b) 블록형 잡음 정 역

(c) JPEG 실험 상 확  (d) 블록형 잡음 정 역 확
Fig. 4 SD-Media analysis

(a) JPEG test image (b) Block-noise detection 
(c) JPEG test image enlarge image (d) Block-noise 

Detection enlarge image

블록형 잡음이 상 으로 게 나타나는 Full HD

상에서의 검출 역은 그림 5의 (a)(b)와 같다.

(a)

(b)

그림 5. HD  콘텐츠의 분석결과
(a) Full HD JPEG 실험 상 (b) 블록형 잡음 정 역

Fig. 5 HD-Media analysis
(a) Full HD JPEG test image (b) Block-noise detection

그림 4, 그림 5의 결과와 같이, 블록형 잡음이 심하게 

나타나, 화질에 향을 미치는 정도의 블록 잡음의 분포

와, 화질에 향을 미치지 않은 정도의 블록 잡음의 분포

는 에 띄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분포를 이용하여, 화

질측정에 사용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 (5)

식 5의 BlockCount는 화면에서 식 3과 식 4에 의하여, 

블록형 잡음이 존재한다고 정된 블록의 개수이고, 

Height와 Width는 화면의 해상도를 나타낸다.  이 Block 

Count가 화면의 체 해상도에서 차지하는 백분율 R을 

구하기 해, 식 5와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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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에서 블록형 잡음의 문제로 서비스가 불가능한 

SD 콘텐츠에 하여 계산해 본 결과, 계산된 비율 R이 

0.7～0.9% 이상일 경우, 에 띄는 블록 잡음이 있다고 

단할 수 있었다.

표 2는 IPTV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SD 과, HD 의 

고화질의 콘텐츠와 블록형 잡음으로 인해 화질이 낮아 

서비스가 불가능한 SD 과 HD 의 콘텐츠에 하여, 

계산한 정량화 수치를 측정한 표이다.

표 2. SD 과 HD  콘텐츠의 정량화 비교 분석
Table. 2 SD, HD Media comparative analysis 

quantified

해상도

서비스가능

콘텐츠정량화 

수치(%)

서비스불가능

콘텐츠정량화 

수치(%)

SD 720x480 0.43%～0.52% 0.7%～0.9% 이상

HD
1280x720 0.45%～0.50% 0.6%～08% 이상

1920x1080 0.20%～0.24% 0.5%～0.7% 이상

표2의 결과를 보면, 서비스가 가능한 컨텐츠의 정량

화 수치에 비해, 블록화 잡음에 의해 화질이 낮아 서비스

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정량화 수치가 높은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IPTV에서 블록형 잡음에 의해 서비스 되지 못

한 콘텐츠에 하여, 정량화 수치를 살펴 보면, 720x 

480의 SD와 HD콘텐츠에 하여, 각각 0.7～0.9%이상, 

0.5%～0.8%이상 일 경우, 블록형 잡음에 의하여 서비스 

되지 못함을 측정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에서 블록형 잡음 정량화 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용한 결과 사람에 의하지 않고, 개발 연

구한 로그램을 이용하여 블록형 잡음을 지수화 하고, 

블록형 잡음을 정량화 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HDTV와 IPTV에서 사용되는 HD콘텐츠의 블록형 잡

음은 사람의 육안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객 이지 못

하다는 문제 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비

디오의 육안검사 항목  요한 비 을 차지하는 블록

형 잡음으로 인한 상 화질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블록형 잡음 정량화 로그램을 연구 개발하 고, 용

한 결과 사람에 의하여 검수하지 않아도, 블록형 잡음을 

측정하고, 상의 화질을 측정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상의 극심한 떨림이 있는 경우, 혹은 

자막이 화면의 부분을 차지할 경우, 블록형 잡음으로 

오 할 가능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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