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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 네트워크 성능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 제시된 비디오 화질 추정 기법은, 기계 학습 기법을
통해 자동적으로 분류된 비디오 왜곡 이벤트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인식하는 비디오 품질을
추정한다. 이는 사용자 경험이 이벤트 기반이며, 비디오 왜곡 이벤트와 사용자 MOS (Mean
Opinion Score)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험을 통해, 제시된 기법이 작은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비디오 왜곡 이벤트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으며, 각각의
왜곡 이벤트가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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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오늘날의 네트워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비디오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
품질(Quality of Experience: QoE)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각하는 화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 중에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요소들(e.g., 패킷 손실, 지연, 지터) 및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요소들(e.g., 초당 프레임
수, 비트레이트, 코덱 종류, 손실 복구 기술), 그리고 사용자 지각과 관련된 요소들(e.g., 비디오 내용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요소들, 그 중에서도 패킷 손실이 비디오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지연이나 지터는 플레이어의 재생 버퍼에서 손실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지각하는 비디오 품질 평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측정 가능한 객관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 PSNR (Peak Signal to Noise Ratio), MSE (Mean Square Error), SSIM (Structural SIMilarity) [1], VQM (Video
Quality Metric) [2] 등 대부분의 객관적 지표의 경우, 각 프레임 별로 지표가 계산되기 때문에 원본
프레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각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사람이 지각하는 화질(perceived quality)과 관련된 요소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객관적 지표 이외에도 QoE를 사용하여 주관적인 비디오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MOS가 있으며 사람이 영상의
품질에 대해 1(가장 나쁨)부터 5(가장 좋음) 사이의 값을 매기는 방식이다 [3]. 하지만 MOS는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컨텐츠 서비스 제공자들이 측정 가능한 지표들로부터
QoE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장단점을 고려하면, 객관적 지표를 주관적
지표에 매핑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QoE를 추정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매핑은 객관적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사업 (NIPA-2012-H0301-12-3002)과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교육과
학기술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WCU)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R31-2010-000-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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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각(perception)도 고려한다.
본 논문에서는 VIDeo quality Analyzer in Real-time (VIDAR) 프로젝트 [4]에 사용되는 비디오 인지 모델을
바탕으로 지각된 비디오 화질 추정기법을 제안한다. VIDAR는 분석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기계 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프레임 레벨에서의 객관적 지표를 사용자 MOS 특성을
반영하는 인지적 비디오 왜곡(perceivable video defects)과 매핑하는 것이다. 제시된 기법은 아래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객관적 지표는 사람의 인식과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객관적 지표들을 사용하여 사용자 MOS를 추정하고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가?
 제시된 기법은 실시간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에 적용되는데, 실시간 서비스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사용자 경험이
이벤트 기반인 점에 근거하여 프레임 품질 지표를 왜곡 이벤트(defective events)로 그룹핑하였다. 여기서
왜곡 이벤트는 재생 시간 기준으로 연속된 왜곡된 프레임들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다중 클래스 분류법
(multi-class classification)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느끼게 될 왜곡의 종류를 자동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확률적인 패킷 손실과 다양한 길이를 가진 왜곡 이벤트로 인해 왜곡 패턴이 복잡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계열 분류법 (time series classification)은 앞서 제시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time series) 데이터에서 서로 다른 왜곡 이벤트들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통계적
특성들을 추출하고, 그 중 핵심이 되는 특성들만 선정하였다. 동시에 SVM (Support Vector Machine) [5]의
RBF (Radial Basis Function) kernel에서의 파라미터 선택과 이진 분류기 (binary classifier)를 종합하는
과정에서의 방법 선택과 같은 기계 학습 과정에서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시된 기법이
프레임 레벨에서의 객관적 지표들로 사용자 MOS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과정이
간결하면서도 빠르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H.264/AVC 및 관련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VIDAR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4장에서는 왜곡 이벤트를 분류하는데 사용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H.264/AVC
H.264/AVC는 ISO/IEC Moving Pictures Expert Group과 ITU-T Video Coding Experts Group이 공동으로
2003년에 개발한 비디오 코덱으로 현재 최신의 비디오 코덱 표준이다 [6]. H.264/AVC에서 비디오는 일련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프레임은 여러 개의 슬라이스(slice)로 구성되어 있다. H.264/AVC는 또한
시간적 압축 기술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각 프레임 별 공간적 압축 뿐만 아니라 프레임 간의
중복 데이터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인코딩 과정에서 프레임 간의 예측(Inter prediction)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디오 전송 시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디코딩 과정에서 에러 전파(error
propagation)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H.264/AVC는 에러 전파에 취약하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슬라이스를 담은 패킷이 손실되는 경우 해당 슬라이스를 담은 프레임 뿐 아니라 해당 슬라이스를 참조하는
다른 슬라이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2.2 객관적인 비디오 품질 평가 방법
객관적인 비디오 품질 평가(Video Quality Assessment: VQA)는 전송된 비디오에 대한 모든 정보나 일부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혹은 아무런 정보도 필요로 하지 않는가에 따라 전 기준(Full-reference: FR), 감소
기준(Reduced-reference: RR), 무 기준(No-reference: NR)으로 구분할 수 있다 [7]. FR과 RR은 정확도 측면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힘들고, NR은 가장 낮은 정확도를 나타내지만
실제 구현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비디오 품질 평가를 위한 서로 다른 FR 모델 가운데, PSNR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널리 쓰인다. 하지만
[8]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 능력과 비교하여 떨어지는 성능을 보인다. VQM은 인간이 인지하는 비디오
품질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높은 정보 처리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힘들다. 널리
쓰이고 있는 또 다른 품질 지표로는, 비디오의 휘도 성분을 프레임별로 계산하는 SSIM 이 있다. SSIM은
정지 이미지 품질 평가(Still Image Quality Assessment)의 지표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시간적인 요소나
비디오의 내용과 관련된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SIM을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고, SSIM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VIDAR의 주관적 모델(Vidi 모델)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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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객관적 지표로부터 사용자 MOS 추론
비디오 품질에 대한 사용자 인식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는 크게 어플리케이션 관련 지표(MSE, PSNR
등)와 네트워크 관련 지표(패킷 손실, 지연 등)로 구분된다.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MSE, PSNR, SSIM 등의 객관적 지표들은 시각적 특성이나 인간 시각
시스템(Human Visual System: HVS)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지표들을
주관적인 요소들과 매핑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MSE 기반의 간단한 인지적 지표는 다음 식과 같다 [9]:
,

(1)

여기서 k는 spatial edge strength이며, Spatial edge는 물체의 가장자리, 표면의 주름과 같은 중요한
시각적 이벤트와 연관되어 있다 [10]. 압축된 비디오의 MOS를 추정하는 데 이 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비디오 왜곡은 고려되지 않았다.
PSNR은 scaling factor a와 shift factor b를 affine minimum MSE estimator [11]에 적용시킴으로써 MOS
scale로 정규화할 수 있다.
,

(2)

여기서 n은 프레임 번호이다. 정규화 이후, 사람의 인식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을 적용하여 이 결과를
수정한다. 예를 들어, 점진적인 장면 전환은 최소값을 k > 1 와 곱해줌으로써 보상할 수 있다. k는 모든
테스트 셋에 linear minimum mean square estimation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통계적 접근 방법들은 한두 가지의 인지적 특성만을 고려하고 있다. 통계적 접근 방법
외에도, 기계 학습이 좀 더 발전된 통계적 기법으로 Adaptive QoE 예측모델에 적용될 수 있다 [12]. SVM과
decision Tree는 모두 잘 알려진 ML 알고리즘으로, 비디오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지각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인스턴스들은 네 가지 파라미터로 구성되는데, 비디오의 공간적
정보, 시간적 정보, 초당 프레임 수, 그리고 비트레이트이다. 하지만 결과물이 YES, NO로만 표현되어
사용자의 QoE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했던 어플리케이션 관련 지표를 사용한 연구 이외에도 네트워크 관련 지표에 ML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QoE를 예측하려는 연구도 있다. Neural network-based reasoner는 링크 상에서
확률적으로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PSNR 기반으로 QoE를 최적화하려는 목적으로 디자인되었다
[13].
어플리케이션 관련 지표나 네트워크 관련 지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QoE를 예측하는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경험이 대부분 이벤트 중심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벤트 기반의 사용자 QoE
예측 기법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이전 이벤트에 대한 반응을 기억해 냄으로써 현재의 경험에 반응하고
이를 평가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사람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나은 QoE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2.4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L)
기계학습은 크게 supervised ML과 unsupervised ML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supervised ML을
사용한다. Supervised ML은 주어진 인스턴스로부터 일반적인 가설을 세우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며,
가설을 바탕으로 이후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셋 수집,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 특성(feature) 생성, 알고리즘 선택,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한 평가. 평가 결과에 따라 위 과정을 반복하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절한다.
Supervised ML 알고리즘은 logic-based, perceptron-based, statistical learning, SVM으로 구분된다. Logicbased 알고리즘 가운데 decision tree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Decision tree에서 각 노드는 인스턴스의 특성을
나타내며, 각 가지(branch)는 노드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나타낸다. 하지만 decision tree와 같은 logic-based
알고리즘은 수치 특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Perceptron-based 기법 가운데 널리
알려진 알고리즘 중 하나인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는 실생활 문제에 많이 적용되었으며, 서로
연관성이 적은 특성들에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Naïve Bayesian Network (NB)는 statistical learning 알고리즘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알고리즘이다. 가장 큰 장점은 트레이닝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것이며, 하나의
확률분포만을 가지고 클래스들을 분류한다는 점에서는 불완전하다고 여겨진다. Statistical method 가운데 kNearest Neighbor (kNN)또한 널리 알려진 알고리즘이다. kNN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스턴스들끼리는
특성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한 알고리즘이다. kNN 역시 서로 연관성이 적은 특성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사용하기 쉽고 설정해야 할 파라미터가 nearest neighbor의 개수 하나뿐이다. 가장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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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기법인 SVM은 고차원의 연속적인 특성을 다루는 경우 및 입력 특성과 출력 특성이 서로 non-linear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좋은 성능을 보인다.
각 기법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였을 때 모든 데이터 셋에 대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은
없다. 알고리즘 선정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동일한 데이터 셋에 대해 여러 개의 후보 알고리즘을
테스트한 후 가장 정확한 결과를 보이는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인 kNN과 고차원의 데이터를 다루면서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SVM을 후보 알고리즘으로 선정하였다.

3. 접근 방법
3.1 VIDAR (VIDeo quality Analyzer in Real-time)
VIDAR는 실시간으로 비디오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클라이언트에서 관찰되는
네트워크 QoS 조건들을 입력 받아 그것이 비디오 프레임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비디오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그림 1).
R3 모델은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간단한 모니터 프로그램과 서버의 R3 Analyzer로 구성된다.
클라이언트 모니터는 비디오 디코더를 수정한 것으로 Error-correlation trees를 생성하여 서버의 R3 Analyzer로
전송한다. 네트워크에서 패킷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비디오 프레임에 에러가 발생하며, 이 프레임을
참조하는 GOP내의 다른 프레임에도 에러가 전파된다. 이러한 GOP 내에서의 에러 전파 과정을 tree 형태로
나타낸 것이 Error-correlation trees이다. 이를 분석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 전송된 비디오에 접근하지 않고도
서버에서 SSIM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추정된 SSIM을 eSSIM이라고 정의한다 [4].
Vidi 모델은 각 프레임의 eSSIM과 왜곡된 비디오의 특정 이벤트를 매핑시킨다. 이러한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각 프레임의 이미지 품질을 추정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자가 느끼는 비디오
품질을 예측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느끼는 비디오의 품질은 비디오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두운 장면에서 발생한 비디오 왜곡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으며 [1], 비디오의
잔상은 장면 전환 직후에 나타나는 프레임의 왜곡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14]. Vidi 모델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고려한다: 휘도, 프레임 복잡도, 장면 전환.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조합함으로써 여러 가지
비디오 컨텐츠를 설명할 수 있다(e.g., 뉴스, 스포츠, 액션 및 드라마). Vidi 모델은 그 결과로 VIDeo
Index(Vidi) metric을 생성한다. Vidi metric은 탐지된 왜곡 이벤트의 유형과 횟수 및 그 강도(intensity)로
구성된다.
사용자 모델은 Vidi metric과 사용자 MOS를 매핑시켜 준다. 이 매핑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왜곡이
사용자의 QoE와 그 강도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달려있다.

그림 1 Overview of VIDAR Framework

3.2 이벤트 기반 분류 (Event-based classification)
이전 연구에 의하면 [4], 전송된 비디오의 왜곡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Distortion: 인지할 수 있는 왜곡을 가진 프레임
 Glitch: distortion이 발생한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Freezing: 복제된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혹은 손실된 프레임이 interleaving pattern으로
복제되는 것.
 Discontinuity: 연속하지 않은 두 프레임이 차례로 재생되는 것
이러한 왜곡 이벤트들은 eSSIM을 컨텐츠 특성 필터를 적용시킨 결과값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그림
1). 그 후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 인위적으로 라벨을 붙인다. 하지만 이 작업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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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계 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왜곡 이벤트들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 eSSIM aggregator 의 작업 흐름도
기본적인 분류 방법은 그림 2에 나타나 있으며,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할 데이터 준비 단계(eSSIM Data
Preprocessing, Event Segmentation, Feature Extraction, Feature Preprocessing)와 기계학습 기법 적용 및 최적화
단계(Training, Evaluation)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왜곡 이벤트를 다루기 때문에 다중 클래스
분류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진 분류 알고리즘 후보군 가운데 ANN와 kNN이 다중 클래스 분류 기법으로
확장하기 용이하며, 이진 분류기인 SVM 을 조합하여 다중 클래스 문제를 해결하였다.

4. Defective Event의 분류
본 장에서는 다중 클래스 분류법을 사용하여 왜곡 이벤트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그림 2).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분류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최적화 기법이 적용되었다(e.g.,
SVM kernel에서의 파라미터 선택).

4.1 eSSIM 데이터의 전처리
영상의 컨텐츠에 따라 사람의 지각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eSSIM 데이터는 휘도, 프레임
복잡도, 장면 전환의 세 가지 컨텐츠 필터를 거친다 (그림 1). 하지만,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분류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데이터에 추가될 수 있다. 세 가지 왜곡 타입 중, 모든 distortion,
glitch 및 freeze는 eSSIM 데이터 내에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비교적 작은 eSSIM 값(eSSIM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1은 원본 프레임과 전송된 프레임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0에
가까운 값은 distortion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0은 해당 프레임이 중복되었거나 손실되었음을
의미한다.)을 가진 프레임이 연속되는 경우 distortion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glitch는 distortion의
경우보다 eSSIM값은 조금 더 크고 연속된 프레임의 개수가 더 적은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freezing은 주로 복제된 프레임(eSSIM = 0)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발생한다. Discontinuity와 다른 왜곡
타입과의 차이점은 discontinuity만 두 프레임끼리의 비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전 실험에 의하면,
discontinuity는 항상 freezing과 함께 발생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discontinuity를 느낄 수
있다.
 프레임 손실: 만약 손실된 프레임의 이전 프레임과 이후 프레임이 서로 눈에 띄게 차이 나는
컨텐츠를 갖고 있을 경우 discontinuity를 느낄 수 있다.
 프레임 복제: 일련의 프레임이 그 이전의 한 프레임을 복제하는 경우, 그리고 그 이후의 프레임이
복제된 프레임과 눈에 띄게 차이 나는 컨텐츠를 담고 있을 경우 discontinuity를 느낄 수 있다.
eSSIM이 discontinuity 특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discontinuity 지표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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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sim()은 복제되거나 손실된 프레임의 이전 프레임(frameb)과 이후 프레임(framea) 의 SSIM값을 계산해
주는 함수이다. SSIM 이 0 ~ 1 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eSSIMdisc는 -1 ~ 0 사이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frameb와 framea 의 차이가 작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두 상황에 대해 이
접근 방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프레임 손실: 손실된 프레임의 원래 eSSIM 값 대신 eSSIMdisc를 사용한다.
 프레임 복제: 복제된 프레임에 대해서는 eSSIM값을 0으로 두고 복제된 이후에 eSSIMdisc를 더해
준다.
이 작업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eSSIMdisc를 계산하는 작업이 서버 측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frameb 와 framea 를 원본 비디오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인간 시각 시스템
특성 상 장면 전환 직전의 몇 프레임은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14]. 따라서 위 작업을 이미 장면 전환
필터를 통과한 eSSIM값에 적용할 수 있다.

4.2 이벤트 세분화 (Event segmentation)
이벤트 기반의 분류는 인간의 경험이 이벤트 기반이며 이전 이벤트들에 대해 반응하고 평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디자인되었다. 또한, 이벤트의 길이(본 논문에서 이벤트의 길이는 한 이벤트를 구성하는
프레임의 개수를 뜻한다)는 확장성(scalability)을 가지며 두 이벤트의 경계는 비교적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벤트 세분화는 기계 학습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위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전까지의 실험 결과에 따라 (이전 실험에서 frame rate는 초당 30프레임, 비트레이트는
초당 800 비트로 설정하였다) 비디오 eSSIM 시퀀스로부터 이벤트 인스턴스를 뽑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룰을 설정할 수 있다.
이벤트의 길이는 10 ~ 100 프레임 사이이며, 서로 다른 두 이벤트 사이의 간격은 10 프레임
이상이어야 한다.

4.3 특성 추출 (Feature extraction)
왜곡 이벤트는 시계열 데이터와 같이 다룰 수 있다. 기존의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분류 알고리즘들은
주로 Euclidean Distance와 같은 거리 측정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우선 시계열 데이터가 고차원이기 때문에 연산
속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실제 포인트들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경우,
데이터가 일부 누락되거나 노이즈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루기 힘든 특징이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이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으며 1:1 정렬을 요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벤트들이 동일한
시작점을 갖고 있지 않으며 특정한 패턴을 따르지도 않는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실험에
사용된 패킷 손실 모델, GOP의 크기, 이벤트 세분화 방법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 누락과 노이즈를
포함한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진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통계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벤트
데이터로부터 특성을 추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왜곡 이벤트로부터 추출되는 특성들은 몇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이벤트 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야 한다. 둘째, 이벤트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벤트의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규화된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벤트 데이터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추출하였다. 1) 평균(μ), 2) 표준 편차(σ), 3) 최소값,
4) 왜곡 비율(defective ratio):
(4)
은 eSSIM < 0.95인 프레임의 개수이다. 이 수치는 왜곡의 정도를 프레임 개수를
여기서
통해 나타낸다.
5) 누락된 프레임과 중복된 프레임의 정도(severity):
(5)
은 eSSIM≤0.0인 프레임의 개수이다. 이 수치는 freezing의 정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6) 왜도(skewness): 이벤트 데이터 확률 분포의 비대칭성을 측정하기 위한 특성이다. 이 값이 음수이면
확률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뜻하고, 양수일 때는 반대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왜도와 아래 설명할 첨도는 이벤트 데이터의 확률 분포에 기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이전 실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유닛에 의해 생성된다. [-1.0, 0.0, 0.1, 0.5, 0.8, 0.9, 0.95, 0.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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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첨도(kurtosis): 정규분포와 비교하여, 이벤트 데이터의 확률 분포의 형태(flat or peak)를 나타내주는
척도이다.
위에서 설명한 통계적 특성들을 고차원의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진 왜곡 이벤트 데이터 셋에 적용하면
제한된 개수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데이터 셋을 얻을 수 있다.

4.4 특성 전처리 (Preprocessing features)
앞에서 설명한 일곱 가지 특성들을 생성하는 도중, 각 수치들을 n으로 나누어 정규화하여 계산하는
방법도 고려하였다. 하지만 왜도와 첨도의 범위는 다른 특성들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Euclidean Distance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차원을 동일하게 놓고 이를 kNN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서로 다른 두 인스턴스의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계산된 왜도와 첨도는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데이터 셋을 [-1, 1] 의 범위로 다시 정규화할 필요가 있다.

4.5 특성 축소 (Feature reduction)
데이터 셋의 사이즈를 제한하기 위해 일곱 가지의 특성만을 추출하였지만, 이 특성들이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어, 높은 왜곡률은 높은 평균 값을 수반한다. 여러 특성들간의 의존성은 종종
분류의 정확도를 떨어뜨린다 [15]. SVM과 비교하여 kNN은 노이즈가 포함된 데이터나 관계가 적은
특성들에 대해 민감하다 [5]. 따라서 특성들에 대한 greedy forward selection 알고리즘을 kNN에 적용하였다.
Greedy forward selection 알고리즘은 가장 독립적인 특성을 하나 선택하고, 남은 특성들 가운데 가장
독립적인 특성들을 차례대로 선택하여 이미 선택된 특성들과 합쳐나가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조합 가운데 데이터 셋을 가장 잘 분류해낼 수 있는 조합 하나가 선택된다.

4.6 다중 클래스 분류 (SVM)
SVM은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성능도 뛰어난 분류 알고리즘이다. 입력 값과 출력 값
사이에 non-linear한 관계가 성립될 때 잘 동작하며 고차원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고리즘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데이터 전처리, kernel selection, SVM과 kernel의
파라미터 설정.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고 본 장에서는 kernel selection과 파라미터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Kernel selection: SVM의 kernel function은 데이터 셋 인스턴스를 original feature space에서 고차원의
feature space로 매핑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후 고차원 feature space에서 서로 다른 두 클래스를 분리하기
위해 decision boundary가 생성된다. Kernel function은 linear(i.e., linear kernel) 와 non-linear (i.e., polynomial kernel,
radial basis function (RBF)) 로 구분할 수 있다. 5장에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수행한 실험에 따르면,
linear kernel은 가장 나쁜 결과(정확도: 74.45% ±0.63%)를 보인데 비해 RBF kernel은 가장 좋은
결과(정확도: 85.46% ± 0.29%)를 나타냈으며, polynomial kernel은 두 번째로 좋은 결과(정확도: 83.88% ±
0.36%)를 보였다. Linear kernel이 나쁜 결과를 보여준 원인은 실험 데이터가 고차원의 feature space에서도
linear하게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류를 위해 RBF kernel을 선택하였으며, RBF kernel은 다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6)
이다.
여기서
파라미터 설정: RBF kernel을 사용하는 SVM은, RBF kernel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와 SVM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C를 설정하여야 한다. C는 soft margin constant와 penalty factor로 사용되며, 각각의 인스턴스를
는 decision boundary의
바르게 분류할 때 얼마나 엄격하게 분류할 지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탄력성(flexibility)을 조절한다. 가 작을 때는 decision boundary가 거의 linear하다. C와 값이 작을 경우
underfitting이 발생하며, 값이 매우 큰 경우에는 overfitting이 발생한다. C와 의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서는 복잡도가 O(n2)인 grid search가 주로 사용된다. 우리가 제시한 모델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grid search는 적절하지 못하다. 하지만 C와 의 최적의 조합은 local area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Linear kernel SVM은 baseline으로 사용될 수 있다 [16]:
(7)
여기서 는 Linear kernel SVM의 penalty parameter이다. C와 의 최적의 조합을 가진 baseline은 위 식에
의해 정의되며 는 linear SVM에 의해 최적화된다. 따라서, C와 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얻을 수 있다. 1)
Linear kernel SVM 의 최적의 값을 찾는다. 2) 1)에서 찾은 값에 기반한 등식을 만족하는 C와 의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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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찾는다. 시간 복잡도는 O(n)으로 줄어든다.
이진 분류기 조합: 다중 클래스를 분류하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이진 분류기를
조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주로 1:All (OVA)과 1:1 (OVO)의 두 가지 조합 방법이 사용된다.
OVA는 M(클래스의 개수) 개의 이진 분류기를 조합하며, 각각의 분류기는 클래스를 positive class로, 남은
것을 negative class로 설정한다. OVO는 M(M-1)/2개의 이진 분류기를 조합하며, 각각의 분류기는 모든
클래스 중 두 개만 상호배타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는 positive class, 다른 하나는 negative class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본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 셋에서는 distortion vs. glitch, distortion vs. freezing, glitch vs. freezing 세
개의 OVO 분류기를 사용하였다. 비교적 클래스 크기가 작고 샘플 사이즈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17],
본 논문에서는 OVO를 다중 클래스 분류법의 조합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4.7 다중 클래스 분류(kNN)
kNN은 feature space에서 두 포인트의 상대적인 거리를 비교하여 포인트들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인 원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인스턴스는 특성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kNN은
노이즈가 포함된 인스턴스나 불균형한 특성들에 민감하다. kNN을 사용할 때는 k와 거리 함수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k값이 작은 경우 노이즈가 포함된 인스턴스에 더 민감하지만 클래스를 더 작은 영역으로
맞출 수 있다. 거리 함수는 같은 클래스에 포함된 인스턴스들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다른 클래스에
포함된 인스턴스들 간의 거리를 최대화한다. 여기서는 grid search를 사용하여 최적의 k와 거리 함수를
선택하였다(Minkowsky, Manhattan, Chebychev, Euclidean) [5].

5. 실험
본 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셋과 그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다중 클래스 분류의 결과를 비교한 후 본 논문에서 제시한 최적화 방법이 분류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분류 방법과 사용자 MOS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다.
실험에 사용될 비디오는 서버에서 VLC media player의 x264 코덱을 사용하여 H.264/AVC로
인코딩하였다. 인코딩된 비디오는 RTP over UDP 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로 스트리밍된다. 클라이언트는
스트리밍되는 비디오를 FFmpeg으로 디코딩한 후 VLC media player로 재생한다. 실험에는 총 다섯 가지
종류의 비디오가 사용되었다(표 1). GOP 의 크기가 비디오의 왜곡 정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4],
인코딩 시 각각의 비디오의 GOP크기를 두 가지(12, 24)로 설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네트워크 패킷 손실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실험에서는 Bernoulli uniform loss model과 Gilbert-Elliott (GE) burst loss model 두
가지 패킷 손실 모델을 사용하였고, 패킷 손실률은 두 모델 모두 2%로 설정하였다. 실험을 통해
일반적으로 GE모델이 uniform 모델보다 더 심한 왜곡을 생성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GE모델은
더 많은 freezing을 유발하며, uniform 모델은 glitch를 더 많이 유발한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비디오
제목

장면 전환

움직임

내용

Foreman

0

중간

인물 및 배경

Mother and Daughter

0

없음

인물

Football

0

빠름

스포츠

Bus

0

중간

움직이는 차량

Inception

6

빠름

다양함

각 비디오 별로 두 가지 패킷 손실 모델 (Bernoulli uniform loss model, GE burst loss model)과 두 가지
GOP 값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R3 모델을 거쳐 전송된 비디오로부터 eSSIM 값들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 content filter와 discontinuity filter를 적용시킨 후 왜곡 이벤트를 탐지하였다. 그 결과 157 개의 왜곡
이벤트가 탐지되었으며, 그 중 distortion 이 87개, glitch가 27개, 그리고 freezing이 43개이다. 이러한 왜곡
이벤트들은 수동으로 라벨링되었다.
실험에 사용될 네 개의 다중 클래스 분류법을 정확도와 시간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SMO-G: Sequential Minimal Optimization (SMO)에 RBF kernel을 사용하였고, grid search를 사용하여
C와
의 최적의 조합을 찾는다. SMO는 SVM의 트레이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적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18]. C와 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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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L: Linear kernel을 사용한 SMO이다. Linear kernel에서는 C만 설정하면 되며, 따라서 최적의 C
값을 찾기 위해 fine-grained 기법을 사용한다 (C ∈2, 4, … 198, 200).
 SMO-O: RBF kernel을 사용한 SMO이며, C와 의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 4.6절에 설명된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SMO-L에 의해 선정된 최적의 C값을 사용하여 값을 선택한 후, fine-grained
기법을 사용하여 C와 의 최적의 조합을 찾는다 ( ∈0.05, 0.10, …, 1.95. 2.00).
 kNN: k와 거리 함수의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 grid search를 사용하였다.
위 네 가지 방법 각각 교차 검증(cross-validation)을 수행하였다. 다중 클래스 분류법을 Weka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19]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분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를 보면, SMO-G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나, 다른 방법들에 비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 반면, SMO-O는 SMO-G와 거의
비슷한 정확도를 보이면서도 소요되는 시간은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요되는 시간만으로 성능을
평가한다면 kNN도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하지만 kNN은 lazy-learning 알고리즘이므로 실행 시간이
트레이닝 시간에 비해 훨씬 많이 소요되며 데이터 셋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그 차이가 훨씬 커진다.
표 2 분류 결과
SMO-G

SMO-L

SMO-O

kNN

정확도

85.46%±0.29%

74.45%±0.63%

84.57%±0.29%

83.00%±0.33%

시간(초)

445.2±16.0

66.7±2.7

94.5±4.5

31.6±3.2

위 실험에서는 실험의 편의를 위해 각 이진 분류기의 파라미터를 균일하게 설정하였다. 아래에 각각의
이진 분류기의 정확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을 보면, glitch vs. freeze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데, 이는 glitch와 freeze를 가장 잘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istortion vs.
glitch의 정확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두 유형 간의 분류가 영상의 내용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레임을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같은 횟수의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영상에서 배경에서 발생하는
왜곡보다 주 물체(e.g., Mother and Daughter 영상에서 어머니의 얼굴)에 발생하는 왜곡을 더욱 잘 인식할 수
있다. 반면, distortion vs. freezing의 정확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두 왜곡 이벤트가 종종 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3 이진 분류기의 정확도

정확도

Dist. vs. Glitch

Dist. vs. Freeze

Glitch vs. Freeze

92.04%

85.38%

97.18%

그림 3은 각 이진 분류기가 일곱 가지 특성을 구분함에 있어 각자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는지
나타낸 그래프이다. 점선은 특성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한 결과이고, 실선은 각각의 특성을 제거한
후 분류한 결과이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특성을 제외하는 것으로는 모든 이진 분류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없다. 이는 다중 클래스 분류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 특성 모두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부 분류기는 특성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distortion vs. glitch는 ratio 특성에 대해 민감한데, 이는 glitch가 일반적으로 distortion에 비해 아주 작은 ratio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ratio는 glitch와 distortion을 구분하는 데 필수적인 특성이다.

그림 3 서로 다른 이진 분류기의 특성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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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왜곡 종류별 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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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왜곡 이벤트가 사용자 MOS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살펴본다. 실험은 다섯 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데이터 셋 가운데 30개의 왜곡 이벤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테스트 셋으로 삼았고,
glitch, distortion 및 freezing을 각각 10개씩 선정하였다. 각 피실험자에게 임의의 순서로 정렬된 30개의 왜곡
이벤트를 보여준 후, 각 이벤트에 대해 MOS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MOS의 평균값은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그 결과, distortion이 비디오 품질 인식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1±0.67)
glitch는 비디오 품질 인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48±0.34). 이는 앞에서 정의한 왜곡
이벤트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freezing 직후에 발생하는 discontinuity 가 낮은 MOS (2.3 ±0.66)의
원인이지만, 몇몇 경우에는 freezing 이후에 distortion도 함께 발생하며 이것 역시 MOS 값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정리하여 보면, 약 85%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 SMO-O는 eSSIM 값들로부터 추출한 특성들이 비교적
적은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도 왜곡 이벤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별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계학습 기반의 접근의 가장 큰 문제점인 큰 트레이닝 데이터 셋의 필요성을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왜곡 이벤트가 사용자의 경험에 서로 다른 정도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벤트 클래스를 기반으로 왜곡을 MOS와 매핑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계 학습 기법을 사용한 이벤트 기반의 지각된 비디오 화질 추정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에서는 다른 기계 학습 기반의 접근 방식과는 달리, 사용자의 경험이 이벤트에 기반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현의 편의를 위해 특성 선택, 파라미터 최적화 및 ML 분류방법 선택 등의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험 결과, 분류되는 이벤트와 가장 큰 연관성을 가지는 특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관적 필터를 적용하는 것은 데이터의 전처리를 위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실험을 수행하고, 사용자 MOS를 예측하는 방법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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